
2015학년도 박사학위 논문

작은 손을 가진 피아노

연주자들을 위한

교수 전략 개발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피아노교수학 전공

박 혜 린



작은 손을 가진 피아노

연주자들을 위한

교수 전략 개발 연구

지도교수 김 순 배

위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2월 일

한세대학교 대학원

피아노교수학 전공

박 혜 린





- i -

목 차

국문초록 ·····················································································································v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Ⅱ. 이론적 배경 ·······································································································7

1. 손과 팔의 구조 ·································································································7

1) 위팔과 앞팔의 구조와 기능 ······································································9

2) 손과 손가락의 구조와 기능 ····································································14

2. 피아노 건반 크기의 변천사 ·········································································22

3. 서양 피아노 연주자들의 손의 크기 조사 선행 연구 ·····························28

Ⅲ. 국내 피아노 연주자들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 ·······································37

1. 국내 피아노 연주자들의 손의 크기 및 학습과정에 대한 설문 조사 ··· 37

2. 손이 작은 국내 피아니스트들과의 인터뷰 ···············································59

Ⅳ. 작은 손을 가진 학생 및 피아노 연주자들을 위한 교수 전략 및 제언 ···· 68

1. 손의 스트레칭 훈련 ·······················································································68

1) 건반 밖에서의 손의 스트레칭 훈련 ······················································70

2) 건반 위에서의 손의 스트레칭 연습 ······················································74



- ii -

2. 손의 확장에 도움을 주는 연습곡 ·······························································79

1) 체르니 연습곡 ····························································································81

2) 크래머 연습곡 ····························································································89

3) 훔멜 연습곡 ································································································92

4) 모셸레스 연습곡 ························································································93

5) 베르티니 연습곡 ························································································95

6) 콘코네 연습곡 ··························································································97

7) 헬러 연습곡 ································································································99

8) 브람스 연습곡 ··························································································102

9) 모스코프스키 연습곡 ··············································································104

3. 연주 레퍼토리 분석을 통한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을 위한 연습 전략··106

1) 연속되어 나오는 옥타브 진행 ······························································109

(1) 옥타브가 슬러로 연결된 선율 ·························································109

(2) 순차적으로 상행 혹은 하행하는 옥타브 음계 ·····························120

(3) 도약하는 연속적 옥타브 진행 ·························································124

2) 연속적인 코드 진행 ················································································130

(1) 슬러가 있는 코드 진행 ·····································································131

(2) 순차적으로 상행 혹은 하행하는 코드가 있는 진행 ···················132

(3) 도약하는 연속적 코드 진행 ·····························································137

(4) 손이 닿기 힘든 음정이나 코드 연주 ·············································138

3) 넓은 음역의 펼침 화음 ··········································································142

4) 도약이 큰 단선율 진행 ··········································································147

5) 한 손 안에 두 개 이상의 성부가 있는 경우 ····································155



- iii -

6) 포르테로 연주하기 ··················································································160

Ⅴ. 결 론 ················································································································166

참고문헌 ··················································································································172

Abstract ··················································································································175

부 록 ··················································································································178



- iv -

표 목 차

<표 1> 바그너의 손의 크기 조사에서 발췌한 중요 손의 크기 ··················29

<표 2> 1-5번 손의 크기와 흰 건반에서의 음정 수용 능력 측정 ··············32

<표 3> 보일이 조사한 남성 피아니스트의 1-5번 손의 크기 ······················34

<표 4> 보일이 조사한 여성 피아니스트의 1-5번 손의 크기 ······················34

<표 5> 보일이 조사한 연주자의 성공도와 프로필에 따른 1-5번 손의 크기· 35

<표 6> 스타인뷜러와 바그너, 보일이 조사한 1-5번 손의 크기 비교 ·······36

<표 7> 설문응답자들의 연령대와 최종 학력 ··················································38

<표 8> 설문응답자들의 현재 직업 ····································································39

<표 9> 설문 응답한 국내 피아니스트들의 손의 크기 ··································40

<표 10> 국내와 서양 여성 연주자들의 1-5번 손의 크기 비교 ··················41

<표 11> 손의 세로 길이에 대비한 손의 벌어지는 정도의 평균 ················42

<표 12>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양손잡이의 1-5번 손의 크기 ····················43

<표 13> 흰 건반에서의 음정 수용 능력 ··························································45

<표 14> 피아노 연주 시 손이 작다고 생각되는 경우 ··································46

<표 15> 손의 확장에 관련된 연습 방법 및 훈련 ··········································52

<표 16> 손의 확장을 위한 스트레칭 훈련 시기 ············································53

<표 17> 손의 확장에 도움을 받은 교재 및 연습곡(초, 중급까지) ············55

<표 18> 연주 시 신체 부상의 원인 ··································································57

<표 19> 연주자의 신체 부상 회복 시 사용한 치료 방법 ····························58

<표 20> 인터뷰 대상자의 직업활동군 ······························································59



- v -

<표 21> 인터뷰 대상자의 손의 크기/길이 평균 ············································60

<표 22> Czerny 160 Kurze Ubungen Op. 821에서 발췌한 손의 확장에

특정하게 도움을 주는 연습곡 ····························································82

<표 23> Czerny Six Exercises in Octaves Op. 553 ···································85

<표 24> Czerny 40, 50에서 발췌한 손의 확장에 특정하게 도움을 주는

연습곡 ······································································································87

<표 25> Cramer 84 Etudes Op. 50에서 발췌한 손의 확장에 특정하게

도움을 주는 연습곡 ··············································································90

<표 26> Hummel 연습곡에서 발췌한 손의 확장에 특정하게 도움을 주는

연습곡 ······································································································92

<표 27> Moscheles 연습곡에서 발췌한 손의 확장에 특정하게 도움을 주

는 연습곡 ································································································93

<표 28> Bertini Op. 100, 25 Easy Etude와 Bertini Op. 66, 25 Etude 에

서 발췌한 손의 확장에 특정하게 도움을 주는 연습곡 ················95

<표 29> Concone 20 Etudes Chantantes, Op. 30에서 발췌한 손의 확장에

특정하게 도움을 주는 연습곡 ····························································98

<표 30> Heller 21 Etudes Speciales after Chopin, Op. 154에서 발췌한 손

의 확장에 특정하게 도움을 주는 연습곡 ······································100

<표 31> Brahms 51 Ubungen fur Pianoforte에서 발췌한 손의 확장에 특

정하게 도움을 주는 연습곡 ······························································102

<표 32> Moszkowski 15 Etudes de Virtuosite Op. 72에서 발췌한 손의

확장에 특정하게 도움을 주는 연습곡 ············································105



- vi -

그림 목차

<그림 1> 상지(팔)의 구조(오른손) ······································································8

<그림 2-A, B> 앞팔의 자세와 척골, 요골의 상태 ········································11

<그림 3> 위팔과 앞팔의 근육의 위치와 작용에 대한 모형도 ····················12

<그림 4> 손의 내전위치과 외전위치 ································································13

<그림 5> 손의 중앙위치 형태 ············································································13

<그림 6> 손의 뼈 구조 ························································································18

<그림 7> 손가락들의 작동 지점 ········································································19

<그림 8> 앞팔 근육과 손가락과의 줄 맞춤 ····················································21

<그림 9> 건반 악기의 건반 크기 ······································································24

<그림 10> 바그너가 조사한 손의 크기 측정 부위 그림 ······························30

<그림 11> 2004년 전미음악교사협회(MTNA) 참석자들의 손의 크기 ····· 31

<그림 12> 피아노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나이 (A그룹) ······························48

<그림 13> 피아노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나이 (C그룹) ······························49

<그림 14> 피아노 전공 결정 시기 (A 그룹) ··················································50

<그림 15> 피아노 전공 결정 시기 (C 그룹) ··················································50

<그림 16> 손의 스트레칭 방법 사용 시기 (A 그룹) ····································53

<그림 17> 손의 스트레칭 방법 사용 시기 (C 그룹) ····································54

<그림 18> 에스테반 박사의 스트레칭 훈련 ① ··············································71

<그림 19> 에스테반 박사의 스트레칭 훈련 ② ··············································71

<그림 20> 에스테반 박사의 스트레칭 훈련 ③ ··············································72



- vii -

악보 목차

<악보 1> 감7화음 스트레칭 연습 ······································································75

<악보 2> 호로비츠의 스트레칭 연습 ································································76

<악보 3> 라흐마니노프의 스트레칭 연습 ························································77

<악보 4> 레빈의 스트레칭 연습 ········································································78

<악보 5> Czerny 160 Kurze Ubungen Op. 821, No. 127 ···························83

<악보 6> C. Czerny 160 Kurze Ubungen Op. 821, No. 137 ·····················84

<악보 7> Czerny Six Exercises in Octaves Op. 553, No. 2 ····················85

<악보 8> Czerny Six Exercises in Octaves Op. 553, No. 5 ····················86

<악보 9> Czerny The School of Velocity, Op. 299, No. 28 ·····················88

<악보 10> Czerny The art of Finger Dextirity, Op. 740, No. 19 ···········88

<악보 11> Czerny The art of Finger Dextirity, Op. 740, No. 45 ···········89

<악보 12> Cramer 84 Etudes Op. 50, No. 5 ·················································91

<악보 13> Cramer 84 Etudes Op. 50, No. 22 ···············································91

<악보 14> Hummel 17 Etudes, Op. 125, No. 10 ··········································92

<악보 15> Moscheles 24 Etudes, Op. 70, No. 9 ··········································94

<악보 16> Moscheles 12 Etudes, Op. 95, No. 4 ··········································94

<악보 17> Bertini Op. 100, 25 Easy Etude, No. 21 ····································96

<악보 18> Bertini Op. 66, 25 Etude, No. 11 ·················································97

<악보 19> Concone 20 Etudes Chantantes, Op. 30, 마디 1-8 ··················98

<악보 20> Heller 21 Etudes Speciales after Chopin, Op. 154, No. 8 ···101



- viii -

<악보 21> Heller 21 Etudes Speciales after Chopin, Op. 154, No. 15 ··· 101

<악보 22> Brahms 51 Ubungen fur Pianoforte, No. 9, a ························103

<악보 23> Brahms 51 Ubungen fur Pianoforte, No. 21a ························104

<악보 24> Moszkowski 15 Etudes de Virtuosite Op. 72, No. 14 ········· 105

<악보 25> Chopin Ballade No. 1, 마디 110-111 ·········································110

<악보 26> Schmann의 Abegg Variation Op. 1, 마디 1-8 ·······················112

<악보 27> Chopin Ballade No. 2, 마디 46-51 ·············································114

<악보 28> Chopin Ballade No. 2, 마디 50-51의 왼손 옥타브 연습 방법···116

<악보 29> Chopin Ballade No. 4, 마디 68-70 ·············································117

<악보 30> Chopin Prelude Op.28, No. 22, 마디 1-15 ·······························119

<악보 31> Chopin Prelude Op.28, No. 22, 마디 16-19 ·····························120

<악보 32> Beethoven Sonata Op. 2, No. 3, 4악장, 마디 77-86 ·············121

<악보 33> Liszt Trois Etudes de Concert No. 2, La Leggierezza, 마디

68-69 ··································································································122

<악보 34> Mussorgsy Pictures at an Exhibition No. 10 마디 47-63 ···· 123

<악보 35> Beethoven Sonata Op. 27, No. 1의 4악장 마디 60-79 ·········125

<악보 36> Bartok Two Rumanian Dances No. 1, 마디 97-107 ············128

<악보 37> Bartok Two Rumanian Dances No. 2, 마디 118-120 ·········· 130

<악보 38> Chopin Ballade No. 2, 마디 63-70 ·············································132

<악보 39> Liszt Grandes Etude de Paganini No. 6 Var. 6 ····················133

<악보 40> Schmann Symphonic Etude, Etude Ⅸ, 마디 33-38 ··············134

<악보 41> 가트의 코드 연습 방법 ··································································135

<악보 42> Liszt Etude d'execution transcendante No. 10, 마디 78-85 ·· 136



- ix -

<악보 43> Rachmaninoff Etude-Tableau No. 5, 마디 53-58 ··················138

<악보 44> Schumann Fantasiestucke No. 4, 마디 13, 14 ························139

<악보 45> Schumann Fantasie, 마디 204-207 ············································140

<악보 46> Prokofieff Sonata No. 3, 마디 58-65 ········································140

<악보 47> Beethoven Sonata, Op. 27, No. 1, 3악장, 마디 19-23 ··········141

<악보 48> Chopin Scherzo No. 3, 마디 6 ····················································142

<악보 49> Chopin Ballade No. 3, 마디 136-143 ·········································143

<악보 50> Chopin Etude Op. 10, No. 1 ······················································145

<악보 51> Chopin Etude Op. 25, No. 1 ························································146

<악보 52> Chopin Scherzo No. 3, 마디 251-258 ········································148

<악보 53> Schumann Fantasiestucke Op. 12 No. 7, 마디 1-8 ··············150

<악보 54> Chopin Scherzo No. 1, 마디 77-93 ············································153

<악보 55> Scriabin Etude, Op. 8, No. 12, 마디 1-8 ·································154

<악보 56> Liszt Etudes d’exécution transcendante No. 10, 마디 14-17 ·· 155

<악보 57> Mendelssohn Variations Serieuses Op. 54, Var.1 ·················157

<악보 58> Schumann Abegg Var. 1, 마디 5-7 ··········································158

<악보 59> Schumann Fantasiestucke Op. 12 No. 2, 마디 17-24 ··········159

<악보 60> Prokofieff No. 3, 마디 82-89 ·······················································160

<악보 61> Schmann Symphonic Etude, Etude Ⅳ ·····································162

<악보 62> Chopin Ballade No. 4, 마디 195-202 ·········································163

<악보 63> Schumann Fantasie Op. 17, 마디 174-181 ······························165



- x -

국문초록

작은 손을 가진 피아노 연주자들을 위한

교수 전략 개발 연구

박 혜 린

피아노라는 악기는 연주 시 현악기나 관악기 등 다른 악기들과는 다르게

양손을 폭넓게 사용하며, 주선율을 연주할 뿐 아니라 주선율을 받쳐주는

반주 역할을 하여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불릴 만큼, 여러 성부를 각기 다른

음색과 음질로 연주할 수 있는 악기이다. 이에 피아노 연주자들은 각기 다

른 손의 조건을 가지고, 여러 성부를 다양한 음색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피

아노 레퍼토리 안에서는 기보 상 또는 음악적 상황이 다양하게 만들어 지

면서, 종종 손이 많이 벌어지는 손의 확장이 필요한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나 학생들은 이러한 손의 확장이 많이 필요한 부분

에서 손의 자세부터 테크닉에 이르기까지 고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연습 방법과 훈련 방법을 제시하

고, 지도자들이 작은 손을 가진 학생들을 지도할 때의 교수 전략에 대해서

고찰, 연구하였다.

이에 저자는 작은 손을 가진 학생들이나 피아노 연주자들의 손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 연습방법 및 지향점을 두고 나가야 할 방향 등을 조사하기 위

해 2013년 제 5회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에서 국내 피아노 연주자들의 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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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및 학습과정 등에 관한 설문조사와 국내의 손이 작은 피아니스트들과

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피아노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나이와

전공을 결정한 시기가 빠를수록, 성장기에 피아노 연습과 연주 등의 지속

적인 학습활동과 손의 스트레칭이나 벌리는 훈련을 많이 할수록, 타고난

손의 크기에 비해 손이 더 잘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과 여

성,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와 상관없이 왼손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

어 이는 피아노 레퍼토리 연주 시 오른손보다 왼손에서 옥타브나 코드, 분

산화음 등을 더 많이 연주하기 때문에 손이 더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작은 손을 가진 학생들은 손의 성장이 일어나는 성장기에 손의

스트레칭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옥타브나 코드, 분산화음, 도약 음정

등이 포함된 연습곡을 꾸준히 연습하면, 손의 크기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

에, 본 논문에서는 건반 밖에서의 손의 스트레칭 훈련과 건반 위에서 손가

락 사이를 벌리는 스트레칭 연습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손의 크기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급 단계의 연습곡들을 발췌, 분석하였다.

또한 고급 레퍼토리에 가서는 중급의 연습곡들보다 더욱 다양한 음악적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이 연주 시 어려움을 느

끼는 부분들을 1) 연속되어 나오는 옥타브 진행, 2) 연속적인 코드 진행,

3) 넓은 음역의 펼침 화음, 4) 도약이 큰 단선율 진행, 5) 한 손 안에 두

개 이상의 성부가 있는 경우, 6) 포르테 내기 등 여섯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연습 방법과 그 음악적인 해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작은 손을 가진 학생들이나 연주자들은 성장기부터 손의 확장을 위한 기

초적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연주 시 몸과 팔, 손과의 유기적인 작

동 원리를 더욱 잘 이해하여, 자신의 손의 조건과 신체를 최대한 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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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필요한 주법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해야만 보다 원활한 연주를 할 수

있다. 또한 작은 손이라는 불리한 조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연주 시

항상 청각적으로 집중하고,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작은 손으로서 음악적인

해법과 표현을 찾아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이 논문을 계기로, 작은 손을 가지고 연주하는 학생과 연주자들에게 도

움이 되는 연구들이 다양하고 심도 깊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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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피아노를 연주한다는 것은 직접 피아노에 닿는 손가락과 손뿐만 아니라

손목, 팔, 어깨를 비롯하여 윗몸 전체를 사용하고, 페달을 사용하게 되는

다리와 발까지, 신체를 종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피아

노를 연주할 때에 신체의 여러 조건은 연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피아

노 연주자들은 자신이 가진 조건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연습법

과 훈련 방법을 연구하고 숙지하여 최대한의 연주 효과를 끌어낼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여러 신체조건 중에서도 손의 조건은 피아노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연주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자 세밀한 파악이 요구되는 부분이

라 할 수 있다. 손의 조건이라 함은 손의 크기, 손가락의 길이와 두께, 손바

닥의 두께, 손가락 끝의 쿠션감, 손이 벌어지는 정도와 유연성 등이 해당된

다. 이러한 손의 크기를 비롯한 여타 조건들은 피아노 연주 시 레퍼토리 선

택, 음색과 음량 구사, 세부적인 테크닉 등에 작용하여 연주에 대단히 큰 영

향을 미친다. 각기 다른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피아니스트들 중에서도 작

은 손을 가진 피아노 연주자나 학생들은 곡의 선택부터 곡의 세부적인 테크

닉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심을 하게 마련이며, 실제 교육 현장이나 연주회

장에서도 작은 손을 가진 학생이나 연주자들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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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열린 제 5회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에서 저자는 선천적으로 작

은 손을 가진 학생들 및 피아노 연주자들에게 손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 연

습방법이나 학습과정, 지향점을 두고 나가야 할 방향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내 피아노 연주자들의 손의 크기 및 학습과정 등에 관한 설문조사와 손

이 작은 피아니스트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저자는 설문조사와 인터뷰의 결과 및 통계를 통해, 작은 손을 가진 연주

자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손의 스트레칭 훈련 방법과 시기, 손을 확장시키

는 데 도움을 주는 교재에 대한 연구,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로서 연습 시

손의 부상에 대비하여 주의할 점, 또한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이 연주

시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보다 깊은 고찰과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피아노 연주자들이 가진 여러 손의 조건 중에서도 크기

가 작은 손을 가진 피아노 연주자 및 학생과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

하여 그에 맞는 훈련방법과 연습방법을 제시하고자 이루어졌다.

저자는 본 논문을 위한 자료 조사를 하면서, 국내에서는 아직 작은 손을

가진 피아노 연주자나 학생들을 위한 연주방법, 훈련방법에 관한 학위 논

문이나 학술지 논문, 관련된 저서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이 주제가 활발히

조사, 연구되지는 않는 실정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교육

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RISS) 해외 테이터 베이스의 자료 조사, 구글 스칼

라 등에서의 자료 검색을 통해 해외에서는 작은 손을 가진 피아니스트들을

위한 학술지 논문이나 학술대회에서의 연구에 대해 자료 조사를 할 수 있

었고, 미국에서의 작은 손을 가진 피아노 연주자를 위한 주제로 쓴 두 개

의 박사 논문을 찾을 수 있어 해외에서는 현재 연구 진행이 어떻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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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현황을 참고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을 위한 연습 방법과 교수 전략

에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하기 위해, 먼저 손의 구조와 피아노 건반

크기의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레퍼토리를 접하기 전에 손의 스트레칭

훈련 방법과 연습곡들을 발췌, 제시하며, 연주 레퍼토리를 통하여 작은 손

을 가진 연주자들을 위한 연습 방법 및 음악적인 해결 방안을 연구하여,

작은 손을 가지고 연주에 임하는 연주자들, 학생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지

도자들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고자 한다.



- 4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작은 손을 가진 피아노 연주자들이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습과정

이나 손의 확장 훈련, 손의 크기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저자는 2013년

5월 11일에 개최된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한 국내 남성과

여성 피아노 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실하게 답변한

106개의 설문지를 중심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5개의 부

분으로 나누어 총 2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작성하였는데, 첫째, 설문에

참가한 피아노 연주자들의 인적 사항에 관한 문항, 둘째는 피아노 연주자

들의 성장기의 피아노 학습과정에 관련된 문항, 셋째는 피아노 연주자들의

손의 크기와 특징에 관련된 문항, 넷째, 손을 확장시키는 연습 방법과 교재

에 대한 문항, 다섯째는 피아노 연주나 연습으로 인한 신체의 부상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남성 피아노 연주자들은 7명으로 표본수가 적어

평균 수치와 인적 사항에 관련된 문항만 통계를 내었고, 이외의 다른 설문

내용은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손의 크기를 포함한 전체 설문의 통계,

결과 분석은 성실히 답변한 여성 피아노 연주자 99명의 설문 내용을 토대

로 하였으며, 이 또한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국내 전체 여성 피아니스트들의 손의 크기나

손의 확장 훈련 방법, 피아노 학습과정과 손의 크기와의 관계 연구 등으로

보기에는 한계점이 있고, 손의 크기 측정 시에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이

본 설문조사 연구의 제한점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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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손이 작은 피아니스트들과의 인터뷰는 4명의 피아니스트들과 진행

하였으며, 피아노 레슨 시 작은 손으로서 받은 지도 및 손의 확장 훈련, 작

은 손을 가진 피아니스트로서의 장점과 단점, 손의 확장 훈련이나 연습 시

주의할 점,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로서 연주 시 주안점 등에 대해 알아보

았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 하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작은 손을 가진 피아노

연주자나 특히 성장기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손의 스트레칭 훈

련 방법과 효과적인 시기 등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국내 피아니스트들과의

인터뷰에서 알아본 손의 확장 훈련 이외에, 해외의 저명 피아니스트나 지

도자들이 사용한 건반 밖에서의 스트레칭 훈련과 피아노 건반 위에서의 손

가락 사이를 벌리는 스트레칭 연습에 대해 조사, 연구하였다.

다음 단계로 작은 손을 가진 학생들이 손의 확장 훈련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습곡을 발췌, 분류해 보았다. 그 범위는 고급 단계의 레퍼토

리를 접하기 전에 훈련해 두어야 하는, 성장기 학생들의 연령대나 피아노

수업 연한을 감안하여 중급 단계까지의 연습곡으로 제한하였다. 연습곡의

선정 기준은, 비교적 손의 확장이 많이 필요한 곡들이 다수 작곡되었던 19

세기에 활동하였던 작곡가들의 옥타브, 코드, 아르페지오, 음정 등을 포함

한 연습곡 중에서 손의 확장을 위한 의도가 명백한 곡들로 선별하였다.

손을 확장시키는 손의 스트레칭 훈련과 연습곡을 통해 할 수 있는 물리

적이고 기능적인 훈련에 이어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작은 손의 연주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을 6가지로 나누어, 실

제 레퍼토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의 연습 및 교

수 전략에 대해 연구하였다. 예시곡의 선정 기준은, 베토벤의 작품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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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주로 낭만시대에 속하는 작품들이 레퍼토리 특성상 손의 확장을 요

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그 시대의 작품들을 다수 선정하였고 20세기 작품

들도 일부 포함하였다. 선정된 레퍼토리들은 피아노 문헌에서 보편적으로

선택, 연주되는 곡들이며 손의 확장이 시종일관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여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의 레퍼토리로 적절하지 않은 곡들은 예시곡으로

택하지 않았다. 선정된 곡들을 통해 각 카테고리별로 그에 맞는 연습 방법

과 음악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유사한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

적 접근을 염두에 두었음을 밝힌다.



- 7 -

Ⅱ. 이론적 배경

1. 손과 팔의 구조

피아노 연주는 신체적인 활동과 정신적인 활동이 결합된 행위라 할 수

있다. 죠르지 산도르(Gyorgy Sandor, 1912-2005)도 “소리는 몸의 움직임을

반영하고, 몸의 움직임은 마음의 움직임을 반영한다."1) 라고 하였다. 몸의

움직임을 잘 살피려면 피아노 연주자들은 연주 시에 신체를 어떻게 사용해

야 하는지 알아야 하며, 먼저 신체구조에 관한 기본지식을 살필 필요가 있

다.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은 손과 팔의 구조, 신체와의 연관성과 작동

원리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인식하여야 하며, 연주 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작은 손의 교수법적 전략과 연습 방법

등을 연구하기에 앞서 먼저, 생리학적인 손과 팔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기

로 한다.

피아노 연주에 있어서 주로 주된 역할을 하는 신체부분은 어깨 관절부터

손가락까지의 부분을 뜻하는 상지(上肢, 팔, upper limb)이다.2) 상지는 상

지대(上肢帶, 팔뼈골격), 상완(上腕, 위팔) 전완(前腕, 앞팔), 손, 손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지대는 상지를 버티고 있는 골격이며 어깨부터 팔꿈치까

지를 상완(위팔), 팔꿈치부터 손목까지를 전완(앞팔)이라 하며 전완(앞팔)

1) Gyorgy Sandor, 『온 피아노 플레잉』, 김귀현 · 김영숙 번역 (서울: 음악출판사, 2010), 3.

2) 염은경, “ 신체 구조학적 고찰을 통한 피아노 테크닉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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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그 앞부분을 손과 손가락이라고 한다.3) 다음의 <그림 1>은 오른

손의 상지(팔)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상지(팔)의 구조(오른손)4)

3) 고병문, 권진 외, 『간추린 인체해부학』(서울: 정문각, 2006), 107-111.

4) Kurt Schubert, 『피아노 주법의 연구』, 편집부 번역 (서울: 삼호출판사, 1986),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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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팔과 앞팔의 구조와 기능

피아노를 연주할 때는 손가락의 기능 뿐 아니라 어깨와 팔, 즉 위팔과

앞팔의 역할과 서로의 연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피아노 연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 구조 중 여기서는 먼저 어깨와 위팔, 앞팔의 구조에 관

련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위의 <그림 1>을 보면 상지대의 앞 쪽에는 두 개의 쇄골(빗장뼈,

clavrile)로, 뒤 쪽에는 견갑골(어깨뼈, scapular)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추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다.5) 두 개의 쇄골은 가슴뼈인 흉골과 접합되어 있으며

견갑골(어깨뼈)의 운동은 앞팔의 척골(ulna)과 함께 위팔이 자유롭게 운동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상완에는 단 하나의 뼈 즉, 상지의 가장 긴

뼈인 상완골(위팔뼈, humerus)이 근육을 둘러싸 이루어져 있다.6)

어깨관절은 반구형(半球形)의 관절이기 때문에 몸 안에서 가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라 할 수 있으며 모든 중요한 팔의 운동은 어깨 관

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는 신

체의 관절 중에서 가장 넓은데 이는 어깨관절의 운동 뿐만 아니라 어깨뼈

의 운동까지도 일어나기 때문이다.7) 그러나 어깨에서 시작되는 운동 대신

에 만약 상지대(팔뼈골격)가 먼저 움직인다면 경직된 동작이 되어 버릴 것

이다. 연주 시 어깨를 올리거나 크게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8)

5) Schubert, 위의 글, 70.

6) 고병문, 권진 외, 『간추린 인체해부학』, 108.

7) 천명훈, 백선용 외, 『기본인체해부학』(서울: 탐구당, 2005), 89.

8) 염은경, “신체 구조학적 고찰을 통한 피아노 테크닉에 관한 연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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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의 팔꿈치부터 손목까지의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앞팔은 척골

(ulna, 자뼈)과 요골(radius, 노뼈)이라 하는 2개의 관상골로 이루어져 있다.

요골(노뼈)은 관절에 의하여 손목을 구성하는 세 개의 수근골(carpal

bones, 손목뼈)과 결합되어 있으나 척골은 수근골과는 결합되어 있지 않

다.9) 이와 같이 요골이 수근골(손목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손이나 주먹

에서 오는 충격이 직접 상완골(위팔뼈)로 전달되지 않고 손목뼈에서 요골

(노뼈)을 통하여 척골(자뼈)을 거쳐가기 때문에 팔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

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피아노 연주 시 기능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10) 피아노 연주자들과 교사들은 이러한 손과 손목,

앞팔, 위팔과의 상호작용과 연결성, 연주 시 필요한 역할 등에 대해 인지하

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에 관한 내용은 본 논문 Ⅳ의 3장에서도 자

세히 다루기로 한다.

전완(앞팔)에 있는 척골(자뼈)은 새끼손가락 쪽에 있고, 요골(노뼈)은 엄

지손가락 쪽에 있다. 손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회전하면 요골(노뼈)이 척

골(자뼈) 쪽으로 움직이지만, 척골은 움직이지 않거나, 약간 하단의 운동에

가담하게 된다. 손바닥이 위로 향하도록 완전히 바깥쪽으로 돌리면, 척골과

요골은 평행으로 서게 된다. 그러나 피아노 연주에서 필요한 자세인, 손등

을 위로 엄지손가락 쪽으로 완만히 기울도록 손을 안쪽으로 돌리면, 요골

(노뼈)은 척골(자뼈) 위에서 교차하여 놓이게 된다.11) 이와 같은 상태로 연

주를 하게 되면 팔 안쪽 근육에 무리가 생기므로 앞팔을 몸에서 약간 떼어

주면 척골과 요골이 다시 편안한 상태가 되어 피아노 연주 시 지나친 근육

9) Jozsef Gat, 『피아노 연주의 테크닉』, 노신옥 번역 (서울: 음악춘추사, 1979), 132.

10) 염은경, “신체 구조학적 고찰을 통한 피아노 테크닉에 관한 연구,” 19.

11) Schubert, 『피아노 주법의 연구』,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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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긴장을 방지할 수 있다.12) 다음의 <그림 2-A, B>는 손바닥이 위로 향

한 앞팔의 자세(2-A)와 피아노를 연주하는 자세인 손등을 위로 한 자세

(2-B)에서의 척골과 요골의 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2-A 2-B

<그림 2-A, B> 앞팔의 자세와 척골, 요골의 상태13)

위팔과 앞팔의 근육작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절 C를 형성하는 뼈 사이

의 근육 A, A′ 및 B가 다음의 <그림 3>에서와 같이 붙어있다면 근육 A

와 A′가 수축하고 근육 B가 이완되면 관절 C는 굽힘(굴곡, flexion) 상태

로 되고, 반대로 근육 B는 수축하고 근육 A 및 A′가 이완하게 되면 폄

(신전, extension) 상태에 있게 된다. 또 이 관절 C를 일정한 각도로 유지

12) 염은경, “신체 구조학적 고찰을 통한 피아노 테크닉에 관한 연구,” 20.

13) 구사다 미쓰요 시, 『피아노 연주법』, 박혜철 번역 (서울: 음악춘추사, 199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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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면 근육 A, A′및 B의 양자가 각각 적당한 힘으로 수축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은 수축하지 않으면 안 된

다. 근육 A, A′와 같이 관절을 굽히는 근육을 굽힘근(굴근, flexor), 반대

로 관절을 펴는 역할을 하는 근육 B를 폄근(신근, extensor)이라 한다.14)

<그림 3> 위팔과 앞팔의 근육의 위치와 작용에 대한 모형도15)

앞팔과 위팔에 붙은 근육의 힘으로 척골과 요골의 내전(adduction), 외전

(abduction)에 의한 회전도 할 수 있다. 즉, <그림 5>에서와 같이 앞팔의

내전 위치는 엄지손가락이 방향으로 손의 방향을 굽힌 상태이고, 외전 위

치는 손의 방향이 다섯째 손가락 쪽으로 굽힌 상태이다.16) 다음의 <그림

4>는 내전운동과 내전운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14) 천명훈, 백선용 외, 『기본인체해부학』, 111-112.

15) 천명훈, 백선용 외, 위의 글, 111.

16) 구사 다 미쓰요 시, 『피아노 연주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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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손의 내전위치과 외전위치17)

<그림 5> 손의 중앙위치 형태18)

위 두 가지에 속하지 않는 상태로 하박부와 손목 및 손가락 끝까지 직선

으로 되어있는 형태를 중앙위치 형태라고 한다. 피아노 연주 시 위의 세

개의 모양 중 가장 중요한 모양은 이 중앙위치 형태로, 내전위치와 외전위

치는 힘이 집중하는 중심선이 손에서 벗어나 손의 균형을 잃고 힘은 직접

17) 구사 다 미쓰요 시, 위의 글, 13.

18) 구사 다 미쓰요 시, 위의 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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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끝으로 미치지 못하므로, 될 수 있는 한 중앙위치 형태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19)

앞팔과 위팔의 근육 및 관절의 운동은 피아노 연주 시 지레와 같은 기능

을 하며, 각각의 독립된 기능이 아닌 상호 협력체를 이룸으로써 손과 어깨,

등 등의 운동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20)

2) 손과 손가락의 구조 및 기능

피아노 연주에 적합한 손의 구조, 좋은 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피아니스트로서 매우 편리한 점이고 모든 피아니스트가 바라는 점일 것이

다. 하지만 단지 손이 크고 손가락이 긴 것만으로 좋은 손의 조건을 충족

시켰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손의 세부적인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피아니스트로서 좋은 손의 구조

조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 가트(Jozsef Gat,

1913-1967)는 거장 피아니스트들이 예외 없이 좋은 손의 구조를 가지고 있

었으며, 그들의 손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일반적인 법칙을 꺼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1) 손등과 손가락의 길이의 비율, (2) 각 손가락 길이의 비율,

(3) 개개 손가락의 손가락뼈 길이의 비율, (4) 손가락 굵기와 길이의 비율,

(5) 손가락 관절의 형태가 그가 제시한 손의 구조가 가지는 특징과 좋은

손의 구조 조건에 부합하는 조건을 알아보는 법칙이다.21)

19) 구사 다 미쓰요 시, 위의 글, 14.

20) 염은경, “신체 구조학적 고찰을 통한 피아노 테크닉에 관한 연구,” 22.

21) Gat, 『피아노 연주의 테크닉』,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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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손등과 손가락의 길이의 비율을 보면, 손등의 길이에 비하여 둘째

손가락∼다섯째 손가락의 길이가 짧을수록 손가락을 뻗어서 사용하기에 적

당하고, 속도감이 있는 연주에 편리하다. 손가락이 짧고, 손등이 길면 손가

락의 움직임은 보다 빠르고, 정확하다. 손가락이 손등에 비해 긴 경우에는

건반을 타건할 때 긴 손가락을 많이 구부리거나 손등을 급한 경사로 구부

린 형태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동작을 손쉽게 조절하기가 어렵다.22)

피아노 연주자로서의 각 손가락 길이의 비율은, 개개의 손가락의 길이가

너무 차이나지 않는다면 타건의 힘을 갖추기가 쉬워진다. 개개 손가락의

손가락뼈 길이의 비율을 보면, 손가락의 첫마디뼈가 중간마디뼈와 끝마디

뼈에 비해 긴 경우가 각 손가락뼈의 균형에 있어서 보다 바람직하다. 만약

첫마디뼈가 길면, 손가락을 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속도를 증가하는

데 용이해진다. 또한 손가락 굵기와 길이의 비율을 보면, 손가락의 굵기도

역시 피아노 연주자로서 좋은 손의 구조 중의 중요한 요소이다. 더욱 아름

다운 음색과 더욱 더 빠른 속도를 가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들

의 손을 관찰하면 거의 예외 없이 굵고 단단한 다섯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음색을 만드는 데 손가락 두께가 절대적

인 척도로 중요하기 보다는, 이것은 오히려 비율의 문제이다. 손가락뼈 상

호간의 비율, 손등에 대한 손가락뼈의 비율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얇은 손

가락이라도 두터운 음색의 느낌을 만들어 낼 수 있다.23)

손가락 관절의 형태를 보면, 손가락 움직임은 손가락뼈의 형태에도 영향을

받는다. 약한 손가락뼈이거나 크게 굽은 손가락뼈는 손가락이 하나의 단위

로서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손가락의 움직임에도 방해를 하게 된다.

22) Gat, 위의 글, 143.

23) Gat, 위의 글,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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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술한 내용들과 같이 좋은 손의 구조를 가진 사람만이 피아노 연

주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주를 잘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사로서는 학생의 손의 구조가 유리한 구조인지 불리한 구조인지

잘 이해하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손의 구조만을 기초로 하여 최

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안 되며, 신경계 반응 속도, 근육동작의 자연스

러움, 다른 동작에 대한 동시적인 적응능력 등도 역시 고려해야 한다. 앞팔

과 위팔의 적당한 비율도 고려해야 하는데, 위팔보다 앞팔이 더 짧아야 하

고, 팔이 긴 것보다 짧은 경우, 어깨의 근육의 발달 또한 연주 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손의 구조에 어떠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보충할 방법은 결함에 대응할 근육들을 발달시키는 것이다.24)

피아니스트로서 유리하고 좋은 손의 구조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

제 더 세부적으로 손과 손가락의 구조, 피아노 연주에 있어서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손은 복잡한 운동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도록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

져 있다. 손은 총 3개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손목 부분에 위치하는 손목뼈

(수근골, carpalbones), 손바닥 부분을 손허리뼈(중수골, metacarpalbones),

손가락 부분을 손가락뼈(지절골, phalanges)라고 지칭하며25), 총 27개의 뼈

로 구성되어 있다. 손목 관절에는 8개의 손목뼈가 4개씩 2열로 배열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열은 손허리뼈와 관절을 이루며 두 번째 열은 자뼈(척골)

와 노뼈(요골)로 연결되어 있다.26)

24) Gat, 위의 글, 147.

25) 손의 뼈와 구조를 지칭하는 말은 문헌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는 더 이해하기 쉬운

순 한글말의 용어를 적용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26) 천명훈, 백선용 외, 『기본인체해부학』,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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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 부분에는 <그림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손허리뼈(metacarpals)

라 불리는 5개의 뼈가 부채살처럼 펼쳐져 손가락 마디뼈(phalangealbones)

와 연결되어 있다. 각각의 이름은 엄지손가락쪽부터 첫째∼다섯째손허리뼈

라 차례대로 명명한다.27)

27) 천명훈, 백선용 외, 위의 글,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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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손의 뼈 구조28)

28) 천명훈, 백선용 외, 위의 글,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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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뼈는 구조와 기능에서 각 손가락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피아노 연주 시 각 손가락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손가락의 역

할을 이해해야 한다.

엄지손가락에 연결되어 있는 손허리뼈는 다른 네 손가락의 손허리뼈들과

인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엄지손가락은 자유롭고, 가장 강하면서 민첩하

며, 독립성 또한 강하다. 다른 네 손가락의 수직으로 오르내리는 움직임은

첫째 마디와 손허리뼈가 맞닿는 부분에서 시작되는데, 엄지는 손허리뼈와

팔목뼈가 맞닿는 부분에서 직접 시작된다. (그림 7 참조)

<그림 7> 손가락들의 작동 지점29)

이러한 구조적 차이 때문에 피아노 연주 시 엄지손가락이 위에서 아래로

움직일 때에는 손목의 위치를 상당히 낮춰 주어야 한다.30) 특히 스케일이

29) Sandor, 『온 피아노 플레잉』, 54.

30) Sandor, 위의 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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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르페지오의 연주에서 엄지손가락으로 바꿀 때 팔의 회전동작이나 팔

꿈치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발생하게 될 수 있고, 음의 균형에 대해서 민

감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31)

넷째 손가락의 폄근(신근)과 굽힘근(굴근)은 셋째 손가락 근육과 함께 묶

여져 있어서, 이 두 손가락이 수축하고 늘어나는 동작을 같이 하려는 경향

이 있어 넷째 손가락은 셋째 손가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수 없다. 그러

나 수평적, 수직적 조절 동작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넷째 손가락도 무리 없

이 잘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다섯째 손가락은

가장 강한 손가락들 중에 하나인데, 다섯째 손가락은 앞팔 근육과 더불어

손 바깥쪽에 이 손가락을 위한 특별한 근육이 있기 때문이다. 이 근육들은

상당히 발달시킬 수 있다.

각 손가락은 그 특정한 손가락을 움직여 주는 근육들과 잘 연결되었을

때 최상의 포지션을 지니게 된다. 연주하고자 하는 손가락은 이와 연결된

앞팔에 있는 폄근과 굽힘근 근육들과 일직선상에 놓여야 한다.(그림 8 참

조)32) 이렇게 손가락과 앞팔의 근육이 수평적으로 놓게 하면 팔과 어깨로

부터 전달되는 큰 근육의 힘이 손실되지 않으며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게

연주할 수 있다.

31) 염은경, “신체 구조학적 고찰을 통한 피아노 테크닉에 관한 연구,” 26.

32) Sandor, 『온 피아노 플레잉』, 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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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앞팔 근육과 손가락과의 줄 맞춤33)

두 음을 동시에 치거나 코드를 칠 경우, 손목과 앞팔의 위치는 양 끝 손

가락의 중간쯤 위치하게 된다. 만일 여러 음들을 한꺼번에 쳐야 한다면 팔

과 손목의 위치는 이 음들의 중앙에 있어야 한다.34)

33) 위의 글, 56.

34) 위의 글, 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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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아노 건반 크기의 변천사

피아노 연주자의 손의 크기는 피아노라는 악기의 건반 크기와 깊은 연관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손이 큰 연주자보다 손이 작은 연

주자들은 시대별 피아노의 발달과 변천, 그에 따른 작곡가들의 스타일의

확장과 변화에 더욱 확실하게 파악하고 시대적 여건을 통찰하여, 레퍼토리

의 이해와 해석 시에도 이를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피아노

의 건반의 크기의 시대별 변천 과정과 그 시대에 활동한 작곡가에 대해 알

아보고, 피아니스트의 손의 크기와의 연관성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소수 귀족들의 전유물로 유지되었던 음악은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시민 계급의 성장으로 신분의 제한 없이 누구나 표를 구입하여 출입할 수

있는 ‘공공연주회’로 점차 활성화되었다.35)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연주회의

공간은 넓어지고, 또한 새롭고 다양한 감정표현을 요구함에 따라 음량이

작은 기존의 클라비코드나 하프시코드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1709년 이탈리아인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포

리(Bartolomeo Cristofori, 1655-1731)는 하프시코드에 해머(hammer)의 원

리를 적용하여 피아노를 발명하게 되었고, 음의 강약을 나타낼 수 있는 표

현력이 풍부한 이 악기의 이름은 "gravicembalo col piano e forte" 라고

불렸다. 그 후 크리스토포리는 더욱 개량된 악기를 제작하였고, 1720년에

제작한 피아노와 1726년에 제작한 피아노는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36)

35) 이남재·김용환 공저, 『서양음악사 18세기 음악』(서울: 음악세계, 2012), 155.

36) 조경순, “피아노의 발달과 변천에 대한 고찰: 역사적 변천과정과 mechanism을 중

심으로,”(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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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나오타카 사카이(Naotaka Sakai)37)는 예전의 건반 악기와 현대의

피아노 건반의 크기를 비교, 조사하였는데38), 총 120개 건반 악기의 C4 건

반에서 C5 건반까지의 한 옥타브 건반 크기를 측정하였다.39)

사카이의 건반 악기의 건반 크기 조사 결과, 크리스토포리가 1720년에

제작한 피아노의 한 옥타브 크기는 188 mm로 현대의 피아노와 크기가 같

다. 이것은 1559년과 1600년에 만들어진 두 개의 하프시코드의 건반 크기

(188 mm)와도 같은 수치였다. (그림 9 참조)

37) 나오타카 사카이는 일본의 우추노미야 공과대학 교수이자 생체역학 연구소 소장이

며, 요코하마시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도 근무하고 있다.

38) 사카이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예술 박물관, 비엔나의 고악기 호프부르크 컬렉션,

비엔나의 테크닉 박물관, 그리고 일본의 하마마추의 악기 박물관에서 75개의 역사

상 실재한 피아노포르테를 포함하여 26개의 하프시코드, 8개의 클라비코드, 7개의

스피넷(spinet), 4개의 버지날(virginal), 20개의 사각모양의(square) 피아노의 건반

크기를 측정하였다. 가장 오래된 악기는 1559년에 만들어진 하프시코드였고, 가장

최근의 것은 1292년에 만들어진 그랜드 피아노였다.

39) Naotaka Sakai, "Keyboard Span in old musical instruments: Concerning Hand

Span and Overuse Problems in Pianists," Medical Problems of Performing

Artists 23/4(2008),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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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건반 악기의 건반 크기40)

1720년에 크리스토포리가 처음 제작한 피아노의 그 당시 초기의 반응은

더 작은 피아노 건반으로 만들라는 것이어서 1825년까지 피아노 건반의 크

기는 작아졌으나,41) 19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점차 다시 커지면서 1876년

이후에는 현대의 피아노 건반의 크기와 같은 크기로 정착되었다. 19세기를

지나면서 피아노의 크기가 점차로 다시 커진 이유는, 피아노 제조업자들이

경쟁하듯이 더 큰 음량을 내는 피아노를 만들도록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대의 피아노는 매우 큰 음량을 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한 당시에 작곡되는 곡들의 크기나 표현력도 현저히 달라지게 되었다.

40) Sakai, 위의 글, 170.

41) 1784년에서 1800년까지 제작된 피아노는 평균 181.9 mm, 1801년부터 1825년까지

의 피아노는 평균 182 mm, 1826년부터 1850년까지의 피아노는 평균 183.8 mm로

크리스토포리가 처음 피아노를 제작했을 때보다 건반 크기가 작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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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에서도 볼 수 있듯이 1780년경부터 1850년경까지는 현대의 피

아노보다 건반크기가 작은 피아노를 사용했던 시기였는데, 이 100년의 시

기에는 모차르트(1756-1791), 베토벤(1770-1827), 슈베르트(1797-1828), 쇼

팽(1810-1849), 슈만(1810-1856) 그리고 리스트(1811-1886) 등의 작곡가들

이 현대의 피아노보다 더 작은 크기의 피아노 건반으로 피아노 문헌의 주

축을 이루는 수많은 레퍼토리를 작곡했던 시기였다. 크라머(1771-1858), 클

레멘티(1752-1832), 체르니(1791-1857) 또한 현대의 피아노보다 더 작은 피

아노 건반으로 연습곡(etude)들을 작곡했다.42)

따라서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의 시기에, 더 작은 크기의 피

아노 건반으로 작곡되었던 곡들을 현대의 피아노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들

은, 특히 작은 손을 가진 피아니스트들은 더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곡들에 자주 나타나는 손의 확장이 필요한

패시지나 음형들을, 그 시기에 피아노 건반의 크기가 달랐다는 악기적 맥

락에서 먼저 이해하고, 이에 따른 작은 손을 가진 학생들이나 피아니스트

들을 위한 교수법과 지도가 필요하다.

한편 20세기 초반의 위대한 거장 피아니스트였던 조셉 호프만(Josef

Hofmann, 1876-1957)은 키도, 손도 작았던 피아니스트로 알려져 있는데,

스타인웨이(Steinway) 피아노 제조회사는 특별히 호프만을 위해 건반이 축

소된 피아노를 제작하였다. 호프만이 기존의 피아노를 못 다루어서라기보

다는 주문 제작한 피아노가 좀 더 편했기 때문이었다.43)

42) Sakai, "Keyboard Span in old musical instruments: Concerning Hand Span and

Overuse Problems in Pianists,", 171.

43) Harold C. Schonberg, 『위대한 피아니스트』, 윤미재 번역 (서울: ㈜나남, 2011),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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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와서 기술의 발달로, 미국의 스타인뷜러(David Steinbuhler)는 캐

나다의 작곡자이자 피아니스트, 음악감독인 크리스토퍼 도니슨(Christopher

Donison, 1952- )과 함께 기존 피아노의 8분의 7 크기의 피아노 건반인

DS StandardTM을 제작하여, 2006년에 축소된 피아노 건반 제작회사인 스

타인뷜러사(Steinbuhler&Company)를 설립하였다.44)

이 8분의 7 크기의 축소된 피아노 건반45)은, 처음 시작하는 어린이들이

나 작은 손의 연주자들이 폭넓은 음정이나 코드, 옥타브 레가토 등을 보다

쉽게 연주할 수 있고, 손이 더 편안하기 때문에 힘이 더 증가하며, 테크닉

적인 데에 시간을 쓰는 것 보다 음악적인 관점에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손을 덜 벌려서 치기 때문에 손과 팔 등의 부상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장점

이 있다.46)

상대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연습하거나 연주하기 위해 건반을 교체해야

한다거나, 피아노 교사가 학생의 집으로 방문해서 레슨해야만 하는 점, 기

존의 피아노 건반과 축소된 피아노 건반 두 가지를 구비해야 하는 비용적

인 측면과 별도 공간의 필요성 등이 문제가 된다. 또한 검은 건반 역시 폭

이 좁아지며, 새로운 건반에 적응하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배워 온 음계

등 기본적인 테크닉에 대한 별도의 연습이 필요하고, 액션(action) 또한 가

44) http://www.steinbuhler.com/html/our_story.html [2015년 11월 10일 접속].

45) 8분의 7 크기의 피아노 건반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랜드 피아노에 장착할 수 있

게 제작되었으며, 업라이트 피아노에는 따로 장착할 수는 없고, 7/8 크기의 피아노

건반으로 된 업라이트 피아노가 따로 제작되어 있다. 기존 피아노의 한 옥타브(C음

에서 B음까지의 건반을 말함)가 6.5인치(16.51 cm)인데 비해, 이 8분의 7 크기의 피

아노 건반은 5.5인치(13.97 cm)이다.

46) Rhonda B. Boyle and Robin G. Boyle, "Hand Size and the Piano Keyboard.

Literature review and survey of the technical and musical benefits for pianists

using reduced-size keyboards in North America", Australian P iano Pedagogy

Association(20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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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워진다는 단점이 있어, 상용화되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47)

8분의 7 크기의 축소된 피아노는 작은 손을 가지고 기존의 피아노를 치

는 데 많은 불편을 겪은 연주자나 어린이들에게 이점이 있는, 하나의 해결

책이 될 수는 있지만,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자

신의 손의 조건에 맞고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레퍼토리를 신중히 선택하

고, 손의 스트레칭 운동과 연습곡 등의 훈련과 음악적인 해법을 찾도록 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피아노에서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이

나 학생들이 연주할 때, 본래 타고난 손의 크기에서 보다 손이 잘 벌어질

수 있는 확장된 손으로 칠 수 있도록, 다음의 Ⅲ장에서 손이 잘 벌어지는

연주자들의 특징과 연습 방법, 훈련 방법, 학습 과정 등을 조사, 연구하고,

이어 Ⅳ장에서는 손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훈련 방법과

연습곡 제시, 또한 실제 레퍼토리 안에서의 음악적인 해법에 대하여 연구

하려 한다.

47) Boyle, 위의 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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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양 피아노 연주자들의 손의 크기 조사 선행 연구

이번 장에서는 그간 서양에서 진행되어왔던 피아노 연주자의 손의 크기

조사에 통한 서양 피아노 연주자들의 손의 크기와 그에 관련된 손의 크기

연구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장에서는 저자가 조사한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들의 손의 크기와도 비교, 같은 크기의 피아노 건반을 사용하는 동서양의

피아노 연주자 손의 크기라는 관점에서 고찰해보려고 한다.

1) 바그너의 피아니스트의 손의 크기 조사

독일 하노버 대학의 음악생리학 연구소의 크리스토프 바그너(Christoph

Wagner, 1931-2013)는 1988년에 “피아니스트의 손: 인체측정학과 생체역

학”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피아니스트의 손을 인체공학적인 관점에서 매

우 자세히 측정하였다.48) 바그너는 오른손과 왼손을 따로 측정하여, 1번 손

가락에서부터 5번 손가락까지 최대한으로 크게 벌린 손의 크기(hand span)

인 1-5번, 2-5번의 크기뿐만 아니라, 각각의 손가락이 벌어지는 크기와 각

손가락의 길이, 각 마디의 길이, 손등의 길이, 손등의 너비, 손목의 너비,

손등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 등을 조사하였다.49)

48) 바그너는 이 연구에서 127명의 남성, 111명의 여성 피아니스트의 손의 크기를 조

사하였는데, 그들의 국적은 총 28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남성 120명(95%)과 여

성 96명(86.5%)은 백인, 남성 6명과 여성 15명은 동양계인, 1명은 흑인 남성이었다.

바그너는 손의 각 부위를 총 48가지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49) C. Wagner, "The pianist's hand: anthropometry and biomechanics", Ergonomics

31/1(1988), 9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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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바그너가 조사한 손의 수치에서 발췌한 중요 손의 크기 수치

를 정리해 놓은 것이고, <그림 1>은 그가 조사한 손의 크기 측정 부위를

표시한 손의 그림이다.

<표 1> 바그너의 손의 크기 조사에서 발췌한 중요 손의 크기

(단위: mm)

손 그림 번호 손 측정 부위 성 별 오른손 왼 손 양손의 평균

1 손의 세로 길이
남성 190.0 190.0 190.0

여성 175.3 175.2 175.2

2 손등의 너비
남성 85.2 83.7 84.5

여성 76.6 75.8 76.2

3 2번 손가락 길이
남성 85.4 85.9 85.7

여성 78.3 78.3 78.3

4 3번 손가락 길이
남성 96.9 96.2 96.6

여성 88.6 88.1 88.4

5 4번 손가락 길이
남성 95.2 93.6 94.4

여성 86.2 85.4 85.8

6 5번 손가락 길이
남성 74.8 73.9 74.4

여성 67.5 67.1 67.3

7 1-5번 크기
남성 226.7 226.9 226.8

여성 207.4 206.6 207.0

8 2-5번 크기
남성 164.1 167.6 165.9

여성 157.1 157.9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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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바그너가 조사한 손의 크기 측정 부위 그림50)

2) 스타인뷜러의 손의 크기 조사

스타인뷜러51)는 전미음악교사협회(Music Teachers National Association)

의 2004년도 전국 대회에서 참석자 160명의 손의 크기(hand span)를 조사

하였는데, 참석자 중 여성이 90명, 남성이 66명, 청소년이 4명이었다. 손의

크기를 잴 때, 1번 손가락에서부터 5번 손가락까지 최대한으로 크게 벌려,

인치(inch)로 재었다.52)

50) Wagner, 위의 글, 100-102.

51) 스타인뷜러는 본 논문 26쪽에서도 소개한 축소된 피아노(the reduced piano)를 제

작하는 스타인뷜러 컴퍼니의 설립자이다.

52) http://www.steinbuhler.com/html/our_research.html [2015년 10월 1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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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04년 전미음악교사협회(MTNA) 참석자들의 손의 크기53)

이 때 오른손과 왼손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하여 측정하였고, 전미음악교

사협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무작위의(random) 표본

은 아니며, 그래프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54)

2004년 MTNA 전국대회에서의 자료에서는 손의 크기가 9 인치 이상이

되는 여성은 없었으며, 두 번의 측정 결과 모두 남성의 손 크기 평균은 8.9

인치(22.6 cm)였고, 여성의 평균은 7.9 인치(20.1 cm)였다. 조사 결과 성인

남성과 여성의 손 크기는 1 인치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남성과 여

성의 1-5번 손의 크기는 바그너, 보일의 조사 결과와 함께 <표 6>에서 비

교해 보도록 하겠다.

53) http://www.steinbuhler.com/html/our_research.html [2015년 10월 15일 접속].

54) 이 MTNA에서의 손의 크기 조사에서는 종족간의(ethnic) 배경은 알려져 있지 않

으며, 혼합되어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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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론다 보일과 로빈 보일의 피아니스트의 손의 크기 조사

피아노 연주시 피아노 연주자 각 개인의 손의 크기와 손이 벌려지는 정

도에 따라서, 피아노 건반에서 누를 수 있는 음정이 각각 다르다. 2009년 3

월에 오스트랄라시아(Australasia)의 론다 보일(Rhonda Boyle)과 로빈 보

일(Robin Boyle)은 약 25명의 피아니스트의 손의 크기를 측정하였는데, 피

아노의 흰 건반 위에서 1번 손가락에서 5번 손가락 사이를 최대한 벌려

(1-5 active hand span) 편안하게 누를 수 있는 음정 도수와 가까스로 닿

을 수 있는(on the edge) 음정 도수를 각각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성별의

차이 없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55)

<표 2> 1-5번 손의 크기와 흰 건반에서의 음정 수용 능력 측정

1-5번을 최대한 벌린 손의 크기 흰 건반에서 누를 수 있는 음정 수용 능력

7.5 인치 (19.1 cm)
옥타브 : 편안하게 누를 수 있음,

9도 : 가까스로 누를 수 있음.

8.4 인치 (21.3 cm)
9도 : 편안하게 누를 수 있음,

10도 : 가까스로 누를 수 있음.

9.3 인치 (23.6 cm)
10도 : 편안하게 누를 수 있음,

11도 : 가까스로 누를 수 있음.

위의 기준으로 보면, 피아니스트들의 손의 크기를 나누는 기준을 삼을

때, 흰 건반에서 몇 도까지 닿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옥

55) Boyle, "Hand Size and the Piano Keyboard. Literature review and survey of

the technical and musical benefits for pianists using reduced-size keyboards in

North Americ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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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브까지만 닿는 경우, 9도까지 닿는 경우, 10도까지 닿는 경우, 11도 이상

닿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피아니스트로서 손이 작다고 함의 기준은, 이 보일의 음정 수용 능력 측

정 조사에서처럼 1-5번을 최대한 벌린 손의 크기가 7.5인치(피아노 건반에

서 옥타브를 편안하게 누를 수 있으며, 9도를 가까스로 누를 수 있는 경우)

이하인 경우가 피아니스트로서 손이 작은 경우라 기준을 삼을 수 있다.

스타인뷜러가 조사한 남성과 여성의 1-5번 손의 크기인 <표 2>와 보일

이 조사한 피아니스트들의 음정 수용 능력 측정 결과인 <표 3>을 토대로

보면, 전체 여성 중의 일부 소수는 옥타브가 편안하게 닿지 않는다는 경우

로 보이며, 비교적 많은 경우는 옥타브는 편안하게 닿지만 9도가 편안하게

닿지 않고 10도는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남성의 대다수

는 9도까지 편안하게 닿고 10도까지 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일은 2015년에 와서 오스트랠리아 피아노 페다고지 컨퍼런스

(Australian Piano Pedagogy Conference)에 논문을 제출하였는데, 이 연구

에서 473명의 오스트랠리아의 성인 남성과 여성의 손의 크기를 조사, 분석

하였고, 전문 피아니스트가 아닌 아마추어 애호가들의 손의 크기와도 비교

하였다.56)

보일은 이 연구에서 양손의 1-5번 크기(active span)와 2-5번 크기를 측

정하였는데, 백인과 아시아인으로 나누어 각각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전의 바그너와 스타인뷜러의 손의 크기 조사 때와는 달리,

백인과 아시아인으로 종족간으로(ethnic) 분류하여 조사, 분석한 것에 의미

56) 보일의 ‘2015년의 손의 크기 조사’는 저자가 2013년도에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에서

피아노 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의 크기와 학습과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진행된 것이나, 분류상 이 카테고리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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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57) 다음의 <표 3>, <표 4>는 보일이 백인과 아시아인으로 분류하

여 조사한 남성과 여성의 1-5번 크기이다.58)

<표 3> 보일이 조사한 남성 피아니스트의 1-5번 손의 크기

백 인 아시아인

참가자수 116 37

단 위 Inch Cm Inch Cm

최소치 7.8 19.8 7.8 19.7

최대치 10.8 27.4 9.4 24.0

평 균 9.0 22.8 8.7 22.0

표준편차 0.60 1.52 0.38 0.97

<표 4> 보일이 조사한 여성 피아니스트의 1-5번 손의 크기

백 인 아시아인

참가자수 216 87

단 위 Inch Cm Inch Cm

최소치 6.4 16.3 6.8 17.2

최대치 9.5 24.1 9.0 22.9

평 균 8.0 20.2 7.8 19.8

표준편차 0.54 1.38 0.45 1.15

57) 이 조사에 따르면 백인 남성의 1-5번 손 크기는 아시아 남성보다 0.3 인치(0.8

cm) 더 컸고, 백인 여성은 아시아 여성보다 0.2 인치(0.4 cm) 더 커서, 1-5번 손의

크기는 백인이 아시아인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1-5번 손의 크기가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가 1인치 정도 나는 데 비해, 백인과 아시아인의 차이는 4분의 일

인치 정도로 그 차이가 덜 함을 알 수 있다.

58) http://www.smallpianokeyboards.org/hand-size.html#Ausdata [2015년 6월 1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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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스트랠리아 피아니스트들의 손의 크기 조사에서는 참가자들의 연주

자로서 성공도와 프로필 상에 의한 그룹으로 분류하여, 국제적인 프로필을

가진 그룹, 국내적인 프로필의 그룹, 국지적이거나 아마추어 그룹으로 나누

어 손의 크기를 비교하였다.59) 국제적 프로필 그룹의 연주자들은 모두 8.8

인치(22.4 Cm) 이상이었고 국내 프로필은 여성의 평균 수치인 7.9보다 작

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다.(표 5 참조)60)

<표 5> 보일이 조사한 연주자의 성공도와 프로필에 따른 1-5번 손의 크기

전체 참가자수 국제적 프로필 국내 프로필 국지적/아마추어

참가자수 473 12 51 410

단 위 Inch Cm Inch Cm Inch Cm Inch Cm

최소치 6.4 16.3 8.8 22.4 7.2 18.3 6.4 16.3

최대치 10.8 27.4 10.8 27.4 10.2 26.0 10.5 26.7

평 균 8.2 21.0 9.5 24.0 8.5 21.6 8.2 20.8

표준편차 0.71 1.81 0.52 1.32 0.57 1.45 0.70 1.77

다음의 <표 6>은 스타인뷜러와 바그너, 보일이 조사한 1-5번을 최대한

벌려서 측정한 손의 크기 수치를 비교한 것이다. 각 조사의 남성과 여성의

1-5번 크기의 평균 수치를 보면, 0.1∼0.2인치(0.2∼0.5cm) 정도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59) ‘국제적인’(internatainal) 프로필 그룹은 다른 나라에 초청, 방문하여 연주하는 연

주자들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연주활동을 긴 기간 동안, 폭넓은 레파토리를 가진 독

주자로서 유지해 왔거나 주요 국제 콩쿨에 입상한 경우, ‘국내’(natianal) 프로필 그

룹은 주로 본국에서 독주자나 실내악 연주자, 혹은 반주자로서 긴 기간 활동한 경

우, 나머지는 국지적인(regional)/아마추어의 경우로 분류하였다.

60) http://www.smallpianokeyboards.org/hand-size.html#Ausdata [2015년 6월10일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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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스타인뷜러와 바그너, 보일이 조사한 1-5번 손의 크기 비교61)

단위 : inch(cm)

2004년 스타인뷜러 1988년 바그너 2015년 보일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응답자수 66명 90명 110명 104명 116명 216명

최소치 7.7(19.6) 7.0(17.8) 7.8(19.8) 7.2(18.3) 7.8(19.8) 6.4(16.3)

최대치 10.2(25.9) 8.9(22.6) 9.9(25.2) 9.3(23.6) 10.8(27.4) 9.5(24.1)

평 균 8.9(22.6) 7.9(20.1) 8.9(22.6) 8.1(20.6) 9.0(22.8) 8.0(20.2)

61) 스타인뷜러의 조사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의 구분 없이 측정하였으므로, 이 표에서

는 바그너의 조사 때의 양손 수치 결과를 평균 내어 표기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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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피아노 연주자들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

1. 국내 피아노 연주자들의 손의 크기 및 학습과정에

대한 설문 조사

저자는 2013년 제 5회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에서 국내 피아니스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총 112개의 설문지 중 설문에 성

실히 응답한 106명 중 여성 피아니스트 99명의 설문 내용을 토대로 통계

및 결과 분석을 하였다. 상대적으로 표본수가 적었던 남성 피아니스트(7명)

의 설문 결과는 일반적인 사항과 손의 크기 수치만을 평균을 내었고, 이외

의 설문 내용은 결과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다음에 나오는 일반적인 사항과 손의 크기 수치를 제외한 모든 결과 통

계 분석은 99명의 여성 피아노 연주자들의 설문 내용에 대한 것이다. 본

설문 조사의 결과 분석은 빈도수와 백분율로 표시하였으며, 백분율은 소수

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다. 해당되는 번호를 모두 고르라는 설문 문항

에서는 빈도수가 높아졌다. 이 자료들은 엑셀(Excel)을 통하여 통계를 내

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은 총 5개의 부분과 총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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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문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사항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

기 위해 성별, 연령대, 최종 학력, 현재 직업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설문조

사에 참여한 피아니스트들은 모두 피아노 전공의 음대에 재학하는 학생 이

상의 성인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되었다. 다음의 <표 7>는 참석자들의 연령

대와 최종학력에 관한 분포도이다.

<표 7> 설문응답자들의 연령대와 최종 학력

단위 : 명수(%)

20세 이상 -

30세 이하

31세 이상 -

40세 이하

41세 이상 -

50세 이하
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학부

재학
3(42.9) 43(43.4) 0(0.0) 1(1.0) 0(0.0) 0(0.0) 3(42.9) 44(44.4)

학사

졸업
0(0.0) 1(1.0) 0(0.0) 3(3.0) 0(0.0) 2(2.0) 0(0.0) 6(6.1)

석사

재학
0(0.0) 12(12.1) 1(14.3) 7(7.1) 0(0.0) 2(2.0) 1(14.3) 21(21.2)

석사

졸업
0(0.0) 0(0.0) 1(14.3) 5(5.1) 0(0.0) 3(3.0) 1(14.3) 8(8.1)

박사

재학
0(0.0) 2(2.0) 2(28.6) 8(8.1) 0(0.0) 2(2.0) 2(28.6) 12(12.1)

박사

졸업
0(0.0) 0(0.0) 0(0.0) 7(7.1) 0(0.0) 1(1.0) 0(0.0) 8(8.1)

계

(%)
3(42.9) 58(58.6) 4(57.2) 31(31.3) 0(0.0) 10(10.1) 7(100)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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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참여한 여성 피아니스트 99명의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58%, 30

대가 31%, 40대가 10%였고, 설문 응답자 중 50대는 없었다. 또한 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전체 여성 응답자의 44%였고, 학사 졸업자는 6%, 석사

재학생은 21%, 석사 졸업자는 8%, 박사 재학생은 12%, 박사 졸업자는 8%

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국내 피아노 연주자들의 현재 직업의 분포도는 다음과 같

다.(표 8 참조) 복수 응답 가능으로 하였기 때문에 빈도수는 전체 설문 응

답자수보다 더 높다.

<표 8> 설문응답자들의 현재 직업

명수(%)

남 성 여 성

대학출강(교수, 강사) 1(14.3) 18(18.2)

학원 운영 0(0.0) 7(7.1)

학원 강사 0(0.0) 13(13.1)

문화센터 강사 1(14.3) 1(1.0)

음악잡지 및 출판사 근무 0(0.0) 2(2.0)

학생 5(71.4) 65(65.7)

기타 0(0.0) 10(10.1)

기타에는 연주홀 음악감독, 유아음악강사, 복지관 강사, 개인레슨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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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에 응답한 국내 피아노 연주자들의 손의 크기 평균과

특징

설문에 응답한 국내 피아니스트들의 손의 크기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

여 조사하였다. 손의 크기를 조사할 때, 오른손과 왼손의 수치를 각각 따로

측정하였고, 측정 방법은 1번 손가락과 5번 손가락을 최대한 벌린 크기

(active 1-5 span), 2번 손가락과 5번 손가락을 최대한 벌린 크기(active

2-5 span)를 측정하고, 1번 손가락 길이와 5번 손가락 길이, 손의 세로 길

이도 모두 센티미터(cm) 단위로 측정하였다. 손의 크기 측정 시에는 설문

지에 손의 크기 측정 방법 용지를 따로 첨부하여 측정하였다.(부록 참조)

손의 크기 평균 수치 통계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다. 설문에 응

답한 국내 피아니스트의 남성과 여성의 손의 크기를 측정한 수치에 대한

평균은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설문 응답한 국내 피아니스트들의 손의 크기

단위 : cm

성별 오른손 왼 손 양손의 평균

1) 1-5번 손의 크기62)
남성 21.6 21.8 21.7

여성 19.5 19.7 19.6

2) 2-5번 손의 크기
남성 17.0 17.3 17.15

여성 15.8 15.9 15.85

3) 손의 길이

i) 1번 손가락 길이
남성 6.4 6.4 6.4

여성 5.5 5.5 5.5

ii) 5번 손가락 길이
남성 6.4 6.4 6.4

여성 5.6 5.7 5.65

iii) 손의 세로 길이
남성 18.6 18.5 18.55

여성 16.9 16.9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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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손의 크기의 차이가 확연히 남을 알 수

있다. 1-5번 손의 크기 양손의 평균을 보면 2.1 cm나 차이가 난다. 남성

피아노 연주자들 중에서도 손이 작은 피아니스트들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남자 연주자의 손이 여자보다 훨씬 크다.

남성과 여성 모두 1-5번의 손의 크기와 2-5번의 손의 크기 평균 수치는

오른손보다 왼손이 0.1∼0.3 cm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그너가 1988

년에 조사한 피아니스트의 손의 크기 조사에서도, 1-5번, 2-5번의 왼손 크

기가 오른손보다 0.1∼0.4 cm 더 큰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2004년에 스타인뷜러, 1988년에 바그너가 서양 여성 피아노 연주자들의

손의 크기를 조사한 수치와 국내 피아노 여성 연주자들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63), 다음의 <표 10>과 같다. 국내 여성 연주자들의 1-5번 손의 크기

평균 수치는 오른손과 왼손의 각각의 평균 수치를 다시 평균을 낸 것이다.

<표 10> 국내와 서양 여성 연주자들의 1-5번 손의 크기 비교

단위 : cm

1988년 바그너 2004년 스타인뷜러 2013년 국내 여성 연주자

표본수 104명 90명 99명

최소치 18.3 17.8 16.0

최대치 23.6 22.6 22.0

평 균 20.6 20.1 19.6

62) 1번에서 5번까지 최대한 벌린 손의 크기는 ‘1-5번 손의 크기’라고 표기하였다.

63) 본 연구에서 진행한 2013년 5월에 개최된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에서의 국내 피아

노 연주자들의 손의 크기 조사에서, 설문에 응답한 남성 피아노 연주자는 7명이었

고 여성 피아노 연주자 99명이었는데, 남성연주자의 표본수가 적으므로, 그 비교 대

상은 여성 피아노 연주자들로 제한함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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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0>에서 1-5번 손의 크기의 평균을 비교하면, 국내 여성 연주

자들이 서양 연주자들보다 스타인뷜러 조사와는 0.5 cm, 바그너 조사와는

1cm 더 작았다. 최소치는 스타인뷜러 조사와는 1.8 cm, 바그너 조사와는

2.3 cm 차로 작아서, 수치의 차가 큰 편이었고, 최대치는 스타인뷜러 조사

와는 0.6 cm, 바그너 조사와는 1.6 cm 더 작았다.

보일이 서양의 연주자들의 손의 크기보다 동양의 연주자들의 손의 크기

가 더 작다고 한 것과 같이64), 본 연구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양의 여

성 연주자보다 국내의 여성 연주자들의 손의 크기가 더 작다는 것이 비교

분석 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서양 연주자보다 동양 연주자의 손의 크기가

작고, 특히 여성 연주자는 더 작기 때문에,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을 위

한 교수 전략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본래의 손의 크기에 비하여 손의 벌어지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 피아노 연주자들의 손의 세로 길이를 대비하여 손이 벌어지는 정도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 보았다.65) (표 11 참조)

<표 11> 손의 세로 길이에 대비한 손의 벌어지는 정도의 평균

단위 : %

오른손 왼손

1-5번 손의 크기/손의 세로길이 15.5 16.8

64) 본 논문 34쪽 참조.

65) 이 수치가 높을수록 본래 손의 크기(길이)보다 손이 잘 벌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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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아노 연주자의 손의 세로 길이에 대비하여 오른손의 벌어지는 정

도의 평균은 15.5%, 왼손 평균은 16.8% 더 벌어짐이 조사되었는데, 오른손

보다 왼손의 벌어지는 정도가 평균적으로 1.3% 더 많이 벌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1-5번과 2-5번의 손의 크기가 왼손이 오른손보다 0.1∼0.3 cm

더 크게 나오고, 손의 크기와 손의 세로 길이에 대비하여 손이 벌어지는

정도를 퍼센테이지로 환산한 결과 또한, 연주자들의 왼손이 오른손보다 더

잘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피아노 곡 레퍼토리에서 보통 왼손

에서 옥타브나 코드를 더 많이 연주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 결과, 지속적으로 확장 훈련과 연습을 할수록 자신의 본래

손의 크기보다 좀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주자가 일상생활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손을 묻는 문항에는 오른손잡

이가 81.8%, 왼손잡이가 5.1%, 양손잡이가 13.1%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

로 각각 1-5번 손의 크기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2>과

같다.

<표 12>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양손잡이의 1-5번 손의 크기

단위 : cm

오른손 왼손

오른손잡이 19.2 19.4

왼손잡이 19.6 19.7

양손잡이 19.7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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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2>을 보면, 1-5번 손의 크기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양손잡

이 연주자 모두 오른손보다 왼손이 0.1∼0.3 cm 더 크게 결과가 나왔고,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손과 손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위의 <표 11>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상생

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손과 관계없이 피아노 연주 시 옥타브, 코드, 아르페

지오를 많이 연주하게 되는 손이 1-5번의 벌어지는 손의 크기에는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국내 피아니스트들이 피아노를 연주할 때 한 손을 최대한 벌려서 닿을

수 있는 음정에 대한 빈도수와 백분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문항은

남성과 여성 연주자들 모두 결과를 취합해 보았다. 객관식의 각 문항은 본

논문 32쪽에도 나와 있는, 2009년 론다 보일이 ‘1-5번 손의 크기와 흰 건반

에서의 음정 수용 능력’에 대해 조사한 것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1-5번을 최대한 벌려 닿는 흰 건반에서의 음정 수용 능력의 결과를 보

면 남성은 10도까지 닿은 연주자가 71.4%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9도까지

닿는 연주자가 54.5%로 가장 많아, 역시 남녀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남성

연주자들 중에는 9도가 닿지 않는다는 연주자는 없었지만, 여성 연주자 중

에는 17.2%가 8도는 닿지만 9도는 닿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다음 <표 13>

은 남성과 여성 연주자들의 흰 건반에서의 음정 수용 능력에 대한 설문 결

과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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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흰 건반에서의 음정 수용 능력

흰 건반에서의 음정 수용 능력
명수 (%)

여 성 남 성

손을 최대한 벌려 8도는 닿지만,

9도는 닿지 않는다.
17(17.2) 0(0.0)

손을 최대한 벌려 8도는 편안하게 닿고,

9도까지 닿는다.
54(54.5) 1(14.3)

손을 최대한 벌려 9도는 편안하게 닿고,

10도까지 닿는다.
27(27.3) 5(71.4)

손을 최대한 벌려 10도는 편안하게 닿고,

11도까지 닿는다.
1(1.0) 1(14.3)

계 99(100) 7(100)

다음의 <표 14>은 연주자들이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어떤 경우에 손이 작

다고 생각되었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설문의 문항 내용은 복수 응

답 가능으로 하였기 때문에 빈도수는 전체 응답자수(99명)보다 더 높다.66)

66) 객관식 문항 중 몇 가지 문항은, 1-5번 손의 크기가 7.0 인치 (17.8 cm), 2-5번 손

의 크기가 4.7 인치(11.9 cm)로 비교적 매우 작은 손을 가진 론다 보일이 기존의

피아노 크기보다 축소하여 만든 7/8 피아노에서 쳤을 때 전반적으로 어떠한 점이

향상되어, 작은 손으로 치는 데 편안함을 주는가에 대해 나열한 항목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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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피아노 연주 시 손이 작다고 생각되는 경우

순위 피아노 연주시 손이 작다고 생각되는 경우 명수(%)

1 손이 많이 벌어지는 특정 화음을 칠 때 59(62.1)

2 옥타브 이상 벌어지는 두 음정을 칠 때 47(49.5)

3

옥타브 음정 또는 화음을 연결하여 레가토로 쳐야 할 때

(1번, 5번 손가락이 아닌 손가락으로 옥타브 음정 또는 화

음을 연결해서 치기가 어려울 때)

46(48.4)

4
한 손 내에서, 한 성부는 지속하여 누르고 있고, 나머지 성

부는 움직이는 진행을 칠 때
40(42.1)

5 옥타브나 화음을 누르는 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39(41.1)

6 연속되는 여러 개의 옥타브 음정을 빠른 속도로 칠 때 38(40.0)

7 아르페지오, 분산화음을 칠 때 24(25.3)

8 곡을 치면서 팔이 아프다고 느낄 때 21(22.1)

9 손이 작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10(10.5)

피아노 연주 시 손이 작다고 생각되는 경우 중 가장 많이 응답한 경우는

‘손이 많이 벌어지는 특정 화음을 칠 때’로 여성 연주자의 62.1%가 답하였

다. ‘손이 작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라고 응답한 여성 응답자는 10.5%에

불과해, 대부분의 여성 피아니스트들이 손이 작다고 생각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손의 크기와 크게 상관없이, 손이 비교적 작지 않

은 연주자들도 피아노곡을 연주하면서 손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 47 -

3) 피아노 학습과정과 손의 크기와의 관계

피아노 학습과정과 손의 크기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본래의 손의 크기에

비해서 손이 잘 벌어지는 연주자들의 특징을 연구하기 위해, 설문에 응답

한 99명의 여성 응답자들을 손이 벌어지는 정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

어 보았다. 본래의 손의 크기에 비해서 손이 얼마나 잘 벌어지는가를 측정

하기 위해, 1-5번을 최대한 벌린 손의 크기를 손의 세로 길이로 나누어서

얻어진 비율을 기준으로, 총 세 그룹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67) 손이 잘 벌

어지는 그룹은 A그룹(34명), 중간인 그룹은 B그룹(32명), 손이 잘 벌어지지

않는 그룹(33명)은 C그룹으로 구분하였다.68)

먼저 연주자들이 자신의 손의 벌어지는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본 설문 조사 중에서 손의 특징을 묻는 설

문의 ‘자신의 손이 잘 벌어진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에서 살펴보았다. 손이

잘 벌어지는 그룹인 A그룹은 53.0%가 ‘그렇다’(41.2%) 혹은 ‘매우 그렇

다’(11.8%)에 응답하였고, 손이 잘 벌어지지 않는 그룹인 C그룹은 33.3%가

‘그렇다’(30.3%) 혹은 ‘매우 그렇다’(3.0%)에 응답하여 연주자들이 비교적

자신의 손이 벌어지는 정도에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

은 경우는 자신의 손이 매우 작거나 큰 편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였다.

67) 여기서의 1-5번 손의 크기와 손의 세로 길이는 각 그룹의 양손의 평균 수치를 가

리키며, 최종적으로 얻어진 비율의 수치가 높을수록 본래 손의 길이에 비해 손이

잘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68) 99명의 여성 피아니스트를 나눈 세 그룹의 각 해당 인원수가 같지 않은 이유는 측

정된 비율이 같은 설문 응답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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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에서는 손이 잘 벌어지는 A그룹과 손이 잘 벌어지지 않는 그룹

인 C그룹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연주자들의 피아노 학습과정과 손의 크

기, 벌어지는 정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손이 잘 벌어지는 연주자의 성장

기의 학습적인 특징은 무엇인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1) 피아노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나이

99명의 전체 여성 응답자의 피아노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평균 나이는

6.9세였으며, 손이 잘 벌어지는 그룹인 A그룹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평균 나이는 6.5세, 손이 잘 벌어지지 않는 그룹인 C그룹의 평균 나이는

7.2세로, A그룹의 평균 나이가 C그룹보다 0.7세 더 적었다. A그룹과 C그룹

의 피아노 배우기 시작한 나이의 각 연령별 분포도는 다음의 <그림 11>,

<그림 12>과 같다.

(%)

<그림 12> 피아노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나이 (A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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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피아노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나이 (C그룹)

위의 <그림 11>, <그림 12>의 연령별 분포도를 보면, 손이 잘 벌어지는

그룹인 A그룹은 비교적 어린 나이인 4, 5, 6세에 피아노를 시작한 비율이

C그룹보다 더 높았고, 반면에 손이 잘 벌어지지 않는 그룹인 C그룹은 7,

8, 9세 이상의 연령에 시작한 비율이 A그룹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연령이 어릴수록 연주자의 손이 더 잘

벌어지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2) 피아노 전공을 결정하게 된 시기

전체 여성 응답자들의 설문의 결과, 피아노 전공을 결정한 시기는 고등

학교 때가 30.3%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가 27.3%, 중학교 때

가 24.2%, 초등학교 저학년 때가 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이 잘 벌어지는 그룹인 A그룹과 손이 잘 안 벌어지는 그룹인 C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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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전공 결정 시기를 각각의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13>,

<그림 14>과 같다.

(%)

<그림 14> 피아노 전공 결정 시기 (A 그룹)

(%)

<그림 15> 피아노 전공 결정 시기 (C 그룹)

위의 두 그룹의 피아노 전공 결정 시기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두 그

룹 간의 확연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손이 잘 벌어지는 그룹인 A그룹

의 피아노 전공 결정 시기로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가 29.4%로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은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가 23.5%로 같았으며, 초등학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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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때가 17.6%의 순이었다. 반면에 손이 잘 안 벌어지는 그룹인 C그룹

의 피아노 전공 결정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39.4%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때가 24.2%, 초등학교 고학년 때가 18.2%,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15.2%의

순이었다.

비교적 어린 나이인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때 전공을 결정한 비율을

합쳐 보면 A그룹은 47%로 응답자의 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고, C그룹은

33.4%로 두 그룹의 차이는 13.6%로 나타났다. 따라서 손이 잘 벌어지는

그룹인 A그룹이 C그룹보다 더 어린 나이에 피아노 전공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피아노 전공 결정 시기가 빠를수

록 비교적 어린 나이에 연습과 훈련을 많이 하게 되므로, 손의 확장에 도

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4) 손을 확장시키는 연습 방법과 교재 조사

(1) 손을 확장시키는 연습 및 훈련 방법

다음의 <표 15>은 손의 확장에 관련하여 어떠한 훈련을 하였는지에 대

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설문 문항을 복수 응답 가능으로 하였기 때문에,

빈도수는 전체 응답자수보다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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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손의 확장에 관련된 연습 방법 및 훈련

번호 손의 확장에 관련된 연습 방법 및 훈련 명수(%)

1
손을 확장시키기 위해, 손을 벌리는 스트레칭 방법을

사용하였다.
67(67.7)

2 손을 확장시키는 연습곡, 에튀드를 선별하여 따로 훈련하였다. 15(15.2)

3
손이 작아 치기 힘든 코드인 경우 아르페지오로 굴려서

치거나, 양손으로 나누어 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65(65.7)

4
손이 작아 치기 힘든 경우, 코드의 특정음을 생략하고

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44(44.4)

5
악보에서 제시한 운지법과는 다른 운지법을 사용하여

연습하였다.
55(55.6)

6
손이 작다고 느껴지는 곡의 그 특정부분 만을 반복, 집중하여

연습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10(10.1)

7 손가락 사이를 벌리는 외과적인 수술을 하였다. 0(0.0)

8 손을 확장시키기 위해 별다른 훈련을 한 적이 없다. 17(17.2)

손을 확장시키기 위한 훈련 방법으로는 손을 스트레칭 하는 방법의 응답

이 많았는데, 전체 응답자수의 67.7%였다. 손을 확장시키기 위한 별다른

훈련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7.2%였다.

손의 확장을 위해 손을 벌리는 스트레칭 방법을 사용한 시기에 대한 설

문 결과는 다음의 <표 16>와 같다. 복수 응답 가능으로 하여 총 응답자수

보다 빈도수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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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손의 확장을 위한 스트레칭 훈련 시기

번 호 시 기 명수(%)

1 초등학교 때 21(21.9)

2 중학교 때 24(25.0)

3 고등학교 때 36(37.5)

4 성인이 되고 나서 26(27.1)

5 사용한 적이 없다. 23(24.0)

여성연주자들의 전체 응답의 결과에서 보면 고등학교 때가 백분율이 가

장 높게 나타났고, 다른 시기는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스트레칭 훈련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백분율은 24%였다.

(%)

<그림 16> 손의 스트레칭 방법 사용 시기 (A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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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 손의 스트레칭 방법 사용 시기 (C 그룹)

손이 잘 벌어지는 그룹인 A그룹과 손이 잘 벌어지지 않는 그룹인 C그룹

의 손의 스트레칭 훈련 시기를 알아보았는데, 두 그룹의 스트레칭 훈련 방

법을 사용한 각 시기별 비율이 모두 A그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

레칭 훈련을 한 적이 없다는 비율은 C그룹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5, 그림 16 참조) 이 조사 결과로 보면, 손의 스트레칭 훈련을 하면

손의 확장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그룹의 가장 차

이가 나는 시기는 중학교 때였는데, 각각 30.3%와 22.6%로 그 차이가

7.7%였다. 손의 스트레칭 훈련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시기는 손의 성장이

많이 일어나는 초, 중학교까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성장시기의 근

육과 연골이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손의 스트레칭 훈련을

하는 효과가 이후의 시기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55 -

(2) 손의 확장을 위해 도움을 받은 교재

손의 확장을 위해 도움을 받은 초, 중급까지의 교재 및 연습곡을 알아보

는 문항에 대한 설문 결과는 위의 <표 15>와 같다. 복수 응답 가능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응답자수인 99명보다 빈도수가 더 높다.

<표 17>을 보면 손의 확장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교재는 하논이

77.8%, 체르니 30, 40, 50은 29.6%로, 이외의 교재를 응답한 경우는 다소

적었다. 이에 손의 확장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급 수준의 교재나 연습곡

을 발굴하고, 또 창작으로 필요한 연습곡을 만드는 방안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표 17> 손의 확장에 도움을 받은 교재 및 연습곡(초, 중급까지)

교재 및 연습곡 명수(%) 교재 및 연습곡 명수(%)

하논 63(77.8) 어드벤쳐 테크닉 교재 2(2.5)

부르크뮐러 25번 4(4.9)
소피쉬나 48 연습곡,

피쉬나 60 연습곡
9(11.1)

체르니 30, 40, 50 24(29.6) 모스코프스키 연습곡 2(2.5)

작은 손을 위한 25개의

체르니 연습곡 Op. 74869)
1(1.2) 헬러 연습곡 2(2.5)

베스틴 테크닉 교재 0(0.0) 모셸레스 연습곡 0(0.0)

알프레드 테크닉 교재 0(0.0) 크래머 84 연습곡 4(4.9)

69) 이 작은 손을 위한 25개의 체르니 연습곡 Op. 748은 작은 손을 확장하는 데 도움

을 주는 연습곡이 아니고, 도약이나 손의 확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작은 손을 가

진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연습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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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급과정 이후 학습하였던, 손의 확장에 도움을 받았던 연습곡 중

에서는 쇼팽연습곡(75%), 리스트 연습곡(35.2%), 스크리아빈 연습곡(10.2),

라흐마니노프 회화적 연습곡(17%), 드뷔시 연습곡(2.3 %), 스트라빈스키

연습곡(1.1%) 등의 순이었으며 모두 낭만시대 이후의 연습곡들이었다.

(5) 손의 크기와 연주자의 신체의 부상과의 관계

연주자의 손의 크기와 손의 부상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까지 피

아노를 연주해 오면서 특정한 신체 부분의 부상을 입은 적이 있는지에 대

해 조사하였다. 현재까지 피아노 연주를 해 오면서 신체의 부상을 입은 적

이 있다고 한 응답자가 47.4%로, 전체 여성 응답자의 반수 가까이 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손의 크기와 연주자의 신체 부상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성 연주자 중 손의 크기가 작은 그룹과 손의 크기가 큰 그룹으로 나누어

보았다. 본 연구의 설문에서 손의 크기 수치를 측정한 것을 바탕으로, 손의

크기가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누어 보았다. 손의 크기가 가장 작은 첫 번째부터 24번째

응답자까지를 손의 크기가 작은 그룹으로 하였고, 손의 크기 수치가 70번

째로 큰 응답자부터 99번째까지가 손의 크기가 큰 그룹으로 선정하여 결과

를 분석하였다.70)

손의 크기가 작은 그룹에서 신체의 부상을 입은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

70) 여기서의 손의 크기는 양손의 1-5번 평균 수치를 뜻하며, 각 그룹의 해당 인원수

가 다른 이유는 양손 크기의 평균 수치가 같은 설문 응답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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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4.2%였고 손이 큰 그룹에서는 43.3%로, 두 그룹의 차는 10.9%였다. 이

결과로 보면, 손이 작은 연주자가 손이 큰 연주자보다는 좀 더 신체 부상

의 위험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연습과 훈련 시에 각별히 주의하

여야 함을 말해 준다. 그러나 두 그룹의 신체 부상 경험 여부의 결과를 백

분율 수치로 볼 때, 손이 큰 연주자도 신체 부상의 위험에서 결코 자유롭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주 시 신체 부상의 원인을 묻는 문항에서는 ‘잘못된 연주 자세나 손

모양’을 그 원인으로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58.7%로 가장 많았다.

연주 시 신체 부상의 원인의 설문 결과는 다음의 <표 18>와 같다. 복수

응답 가능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응답자수보다 빈도수가 더 높다.

<표 18> 연주 시 신체 부상의 원인

순 위 연주 시 신체 부상의 원인 명수(%)

1 잘못된 연주 자세나 손 모양 27(58.7)

2 특정 부분의 지나친 반복 훈련 19(41.3)

3 장시간의 연습 16(34.8)

4 연습 전후의 스트레칭 등 긴장 완화 부족 13(28.3)

5 손의 크기 등 손의 조건에 맞지 않는 선곡을 해서 3 (6.5)

신체의 부상을 많이 당하는 부분은 복수 응답 가능으로 하였는데, 손목

(31.3%), 손가락(29.2%), 어깨(27.1%), 팔(22.9%), 허리(12.5%), 손등․손바

닥(8.3%), 목(6.3%), 등(4.2%), 기타(2.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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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19>은 신체 부상의 회복을 위해서는 사용한 방법에 대한 설

문 결과이다. 복수 응답 가능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응답자수보다 빈도

수가 더 높다.

<표 19> 연주자의 신체 부상 회복 시 사용한 치료 방법

순 위 치료 방법 명수 (%)

1 정형외과 (물리치료) 32(69.6)

2 한의원 (침, 찜질) 26(56.5)

3 지압, 수지침 6(13.0)

4
치료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연습을 하지

않으면서 쉬었다.
9(19.6)

5 기 타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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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이 작은 국내 여성 피아니스트들과의 인터뷰

저자는 피아노 연주 시 성장기부터 손의 확장에 대한 훈련 방법과 손이

작은 피아니스트로서 연주할 때나 연습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손이 작은

학생들의 지도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4명의 손이 작은 여성 피아

니스트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 인터뷰의 연구 대상자

인터뷰를 실시한 4명의 피아니스트들의 연주활동 이외의 현재 직업활동

군과 손의 크기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표 20, 표 21)

<표 20> 인터뷰 대상자의 직업활동군

인터뷰 대상자 직업활동군

A 대학 교수

B 연주홀 음악감독

C 대학, 예고 강사

D 예고 강사

인터뷰에 참가한 네 명의 손이 작은 피아니스트들의 손의 크기 평균은

다음의 <표 21>과 같다. 이들 네 명의 피아니스트들이 손의 크기의 길이

는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서 실시한 국내 여성 피아노 연주자들의 손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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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길이의 평균(표 참조)과 비교했을 때, 1-5번 손의 크기의 경우에는 약 1

cm 정도가 작았다.

<표 21> 인터뷰 대상자의 손의 크기/길이 평균

손의 크기/길이 오른손 왼 손

1) 1-5번 손의 크기 18.4 18.8

2) 2-5번 손의 크기 14.8 15.2

3) 손의 길이

ⅰ) 1번 손가락 길이 5.5 5.7

ⅱ) 5번 손가락 길이 5.1 5.2

ⅲ) 손의 세로 길이 16.1 16.1

2) 인터뷰 방법과 내용

각 피아니스트 한 명당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였으며,

인터뷰의 방법은 개별적으로 1:1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첫째, 손의 크기의 확장을 위해 어떠한 지도를 받았고, 어떠한 훈련

을 하였으며, 손의 확장 훈련을 어느 시기에 가장 집중적으로 얼마나 자주

하였는지, 둘째, 작은 손을 가진 피아니스트로서의 손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

인지, 셋째, 손의 확장 훈련을 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 넷째, 손이 작은 피

아니스트나 학생들이 연주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에 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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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의 크기의 확장에 대해 레슨 시 받은 지도와 훈련

레슨 시에 받은 손의 확장에 관한 받은 지도와 그에 따른 훈련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질문하였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공을 결정하게 되었고, 피아노 선생님께서 피

아노 연주하기에 나의 손이 작다고 하시면서, 스트레칭 훈련을 매일 하도

록 지도하셨다. 피아노 교육에 열성적이셨던 어머니의 도움과 선생님의 지

도로, 6개월간 매일 뜨거운 물에 30분씩 양손을 담은 채로 물 속에서 손을

벌리는 스트레칭 훈련을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나면, 손이 훨씬 부드러워지

고 유연해져서 피아노 칠 때 손이 더 잘 벌려졌던 기억이 난다. (피아니스

트 B)

 4살 때 피아노를 시작하면서부터 전공자의 길로 들어섰던 나는 초등학교

때 1번과 5번 사이의 손을 벌리는 연습, 각 손가락 사이를 반대편 손으로

벌리는 연습을 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

지 바이올린도 지속적으로 병행했던 것도 왼손이 오른손보다 더 많이 벌어

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것 같다. (피아니스트 C)

인터뷰 대상자들이 성장기 때 손을 벌리는 스트레칭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여 손을 더욱 확장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이올

린을 계속 했던 것이 왼손의 확장에 도움을 주었다는 피아니스트 C는, 실

제로 국내의 여성 피아노 연주자들이 1-5번 손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왼손

이 오른손보다 0.2 cm 더 벌어지는 것에 비해서, 왼손이 오른손보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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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더 잘 벌어지고 2-5번의 크기는 오른손보다 왼손이 1 cm가 더 많이

벌어지며, 왼손 1번 손가락의 길이는 오른손보다 1.2 cm나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 오른손과 왼손을 비교했을 때 다른 연주자들에 비해 왼손이 더 많

이 벌어지고 길이도 더 긴 것을 볼 수 있었다.(표 20 참조)

(2) 작은 손을 가진 피아니스트로서의 손의 장점과 단점

작은 손을 가진 네 명의 피아니스트들에게 자신의 손이 가진 장점과 단

점에 대해 질문하여 작은 손의 장, 단점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손이 작기 때문에 코드나 옥타브로 도약하는 진행하는 부분의 연습을 보

다 철저히 많이 해야 하며, 음량을 크게 내기 힘들다. 또한 손가락의 두께가

균형 잡혀 있지 않아, 즉 엄지손가락은 두꺼운 편이고, 다른 손가락들을 그

렇지 않아서, 균형 잡힌 소리를 내기 위해 세심히 신경을 써야 하는 편이다.

장점이라면 손가락이 민첩하고 빠르게 잘 돌아간다는 점이다. 연주자는 피

아노라는 악기와 또 자신의 손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피아노와 자신의 손

이 조화롭게 음악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한

다. (피아니스트 A)

나의 손의 장점이라면 민첩하게 잘 돌아간다는 점과 터치가 분명하고 명료

하다는 것이다. 손이 너무 큰 사람들은 건반을 2개를 누르거나 하는, 터치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나의 손의 단점은 손이 많이 작아서 9

도가 닿지 않기 때문에, 곡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다. (피아니스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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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손의 장점은 빠르게 잘 돌아간다는 것이고, 단점은 손가락이 가늘어

서 두꺼운 소리를 내기 어렵고, 손이 크지 않고 작은 편이기 때문에 코드를

칠 때 풍부한 소리를 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손 조건

같은 경우는 단지 손으로만 해결하려 하면 안 되고, 더욱 몸과 팔을 잘 이

용해서 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 (피아니스트 C)

  나의 손의 장점은 빠르게 잘 돌아간다는 것이다. 손의 크기가 큰 것도 좋

지만, 각 손가락의 첫 마디가 구부러지지 않고 단단하게 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손가락이 긴 경우(특히 가는 손가락인 경우), 그렇지 못한 학생들

이 종종 있다. (피아니스트 D)

손이 작은 네 명의 피아니스트들 모두 손의 장점을 민첩하고 빠르게 잘

돌아가는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응답하였다. 조르지 산도르도 키가 작고 손

이 작은 사람들이 근육 협동 능력과 조정 능력이 좋아 민첩하고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잘 움직인다고 언급하였다.71) 이와 같이 작은 손을 가진 학생

들이나 피아노 연주자들은 피아니스트 B가 언급한 것과 같이, 분명하고 명

료한 터치와 더욱 좋은 음색을 연마하도록 힘써 작은 손이 가진 장점을 살

리도록 해야 한다.

피아니스트 C가 언급했듯이, 손이 작은 연주자들은 큰 음량을 쉽게 내기

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몸과 팔

의 사용을 더욱 염두에 두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손이 큰 연주

자에게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손이 작은 연주자들은 몸과 팔의 사용에 대

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본 논문의 Ⅳ장에서도

71) Sandor, 『온 피아노 플레잉』,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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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기로 한다.

피아니스트 D가 언급한 것과 같이 손가락이 길면 종종 손가락에 힘을

많이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손이 작으면 비교적 단단하고 알찬

소리를 내기에 좋다는 장점이 있다.

코드와 옥타브 등 손을 많이 벌려서 연주해야 하는 부분 등 작은 손으로

치기 어려운 부분은 피아니스트 A가 언급했듯이, 손이 큰 연주자보다 더욱

철저하게, 따로 연습을 해야 한다. 도약이 있는 부분은 동선을 정확히 체크

하여, 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과 함께 팔과 몸 등을 사용하여 치

는 연습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와 함께, 작은 손이 가지고 있는 장점,

즉 민첩하게 잘 돌아가며, 단단하고 알찬 소리를 잘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서도 파악하고, 그러한 장점을 극대화 시켜서, 피아노 연주 시 자신이 잘

표현할 수 있는 영역으로 충분히 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3) 손의 확장에 대한 연습과 훈련을 할 때 주의할 점

피아니스트 C와 D는 손가락 사이를 벌리기 위해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고, 사용하던 주법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

한 방법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곡을 다룰 때 손가락 사이를 벌려 코드를

치거나 음을 누르는 부분도 많이 나오므로, 1-5번 사이를 벌리는 훈련과

함께 각 손가락 사이를 벌리는 훈련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음은

피아니스트 B가 언급한 스트레칭 훈련할 때의 주의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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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 손의 스트레칭 훈련을 할 때, 물 속에서는 손의

조직이 더 연해지기 때문에 과도하게 할 경우에는 손가락 사이가 갈라지는

부상을 입을 수도 있어 스트레칭을 무리하게 하지 않게 해야 한다. 뜨거운

물에서 스트레칭 훈련을 할 때 권장하는 시간은 10분 정도이다. (피아니스트 B)

이와 같이 손을 벌리는 스트레칭을 할 때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근육을

다치거나 상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하지 않게 적당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아니스트 B 역시 뜨거운 물 안에서 과도하게 손을 벌리는 훈

련을 하다가 손가락 사이가 갈라지는 부상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피아노

건반 밖에서 하는 1-5번을 벌리는 훈련이나 각 손가락 사이를 벌리는 훈

련을 할 때에 과하게 힘을 주어서 하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밀듯이 하도록

한다. 손의 확장을 위한 연습곡이나, 곡에서 확장이 필요한 부분을 연습하

는 도중에도 근육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올 시간을 주면서 하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는 본 논문 Ⅳ장에서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또한 한

번에 너무 장시간 연습한다거나, 손이나 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계속 체

크하면서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4) 손이 작은 연주자나 학생의 연주 시 주안점

손이 작은 연주자나 학생들이 연주할 때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해야 할

것인 무엇인지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손이 작은 피아니스트들에게 들어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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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연주곡을 선택할 때, 나의 손의 크기와 조건에 잘 맞는 곡을 선택

하여야 한다. 도약이나 코드로 손의 확장이 필요한 부분이 나오면, 그 음정

이나 코드를 정확히 누를 수 있도록 먼저 그 부분을 철저히 연습한다. 또

한 내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을 연주할 때 라인을 잘

살리면서, 음악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손이 작다고 해서, 거

기에만 매이게 되면 몸을 더 긴장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음악을 잘 살리

지 못하게 된다. 음악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빠르기, 터치, 모션, 프

레이즈, 아티큘레이션 등을 포함하여 음악적인 흐름을 잘 살리는 것을 말

한다. 즉, 그 부분만을 국한지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서 전

체적인 흐름을 잘 살펴보고, 음악적인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피

아니스트 A)

  다양한 톤 컬러를 만들고 유연하게 치기 위해서는 손가락의 여러 부위로

쳐보면서 소리를 만들어 보고, 손가락 끝의 어떤 곳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

지를 경험해야 한다. 손가락의 길이는 다 다르기 때문에, 건반에 닿는 손가

락의 부위도 달라야 한다. 손이 작은 학생의 경우, 피아노를 연주할 때, 항

상 손가락을 많이 구부려서 치고 다양한 톤 컬러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종

종 본다. (피아니스트 C)

피아니스트 A는 손이 작은 연주자나 학생들이 곡을 연주할 때, 흔히 손

의 확장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얽매인 나머지, 음악적인 흐름에 대해 놓치

는 경우들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손의 확장이 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연습

은 하되, 연주할 때는 음악적인 흐름을 잘 고려하여 해결하려 할 때, 음악

적인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너무 테크닉적인 것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려 하는 것 보다 음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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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손의 적절한 포지션을 찾아 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피아니스트 C는 소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과 한 가

지 손 모양으로만 연습하면 안 되고, 다양한 손가락의 부위와 다양한 각도

로 쳐보며 실험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이

종종 손가락을 많이 구부려서 음색을 내는 쪽으로만 치우쳐 다양한 음색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여러 손이 작은 피아니스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특히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손의 확장 훈련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본래 자신의 손 크기에서

더 벌리고 확장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작은 손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자신의 손에 대해 더 연구

하고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 방법을 실험하면서 음색과 음악을 만들어 가

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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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작은 손을 가진 학생 및 피아노 연주자

들을 위한 교수 전략 및 제언

1. 손의 스트레칭 훈련

2013년도 제 5회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에서 저자가 실시했던 설문 조사

결과, 손의 스트레칭 훈련과 피아노 연습을 성장기에 많이 할수록 손의 확

장에 보다 효과적임이 나타났다.72)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 병원(West Virginia University Hospital)의 정형

외과 의사인 제이 브래들리(Jay Bradley)에 따르면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

적으로 여학생들은 만 14세에서 만 16세까지, 남학생들은 만 16세에서 만

18세 혹은 그 이상까지가 손의 성장시기라고 하였다. 그는 손이 더 잘 벌

려지게 하고 유연성을 기르려면,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훈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유연성과 스트레칭 하는 능력은 줄어들게 된다고 하

였다.73)

또한 피아니스트이자 작은 손을 가진 피아니스트에 대한 여러 전문지식

을 가지고 있는 에스테반(Tinka Knopf de Esteban)은 만 11세에서 만 18세

까지의 어린 학생들은 성장 과정에 맞춰서 스트레칭 훈련을 해야 하고, 스

트레칭 훈련을 할 때 전문가의 지도하에 주의 깊게 진행된다면, 손의 크기

72) 본 논문 52쪽 참조.

73) Tretip Kamolsiri, "Even a Small Star Shines in the Darkness: Overcoming

Challenges Faced by Pianists with Small Hands,"(D.M.A. Diss., West Virginia

University, 2002), 2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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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확장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칭 훈련은 작은 손을 위한 연

주자들 뿐 아니라 큰 손을 가진 연주자들에게도 유용하다고 언급하였다.74)

이와 같이 손의 확장을 위한 스트레칭 훈련의 시기는 신체와 손의 성장

이 크게 일어나고 손의 근육과 관절이 비교적 유연한 시기에 손의 확장 훈

련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개인의 차는 있

지만 손의 성장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학생의 본래의 손 크기가 거의 완성

되며, 곡의 수준 또한 높아져 곡 안에서 손의 확장이 필요한 부분들이 나

오기 때문에 그 시기부터는 손의 스트레칭 훈련 이외에도 여러 레퍼토리를

치면서 손을 확장 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초등학교부터 중, 고등학교 정도까지의 시기 즉 성장기의 시기는 피아노

연습과 훈련에 있어, 터치, 음색, 스케일, 아르페지오 등 테크닉, 레퍼토리

의 확장, 음악성과 귀의 훈련 등에 대해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저장해 놓

을 수 있는 시기이자, 작은 손을 가진 학생들은 특히 손의 확장 훈련을 효

과적으로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74) Kamolsiri, 위의 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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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반 밖에서의 손의 스트레칭 훈련

(1) 국내 작은 손을 가진 피아니스트들과의 인터뷰에서의 스

트레칭 훈련

2013년에 실시한 본 연구의 인터뷰에서 여러 작은 손을 가진 피아니스트

들이 사용한 손의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피아노의 건반 측면의

모서리나 책상의 모서리에 손을 대고 양 손을 번갈아 손가락 1-5번 사이,

2-5번 손가락 사이를 최대한 벌리는 연습을 꾸준히 하도록 권하고 있다.

또한 2번과 3번 사이, 3번과 4번 사이, 4번과 5번, 각 손가락 사이를 반대

편 손으로 부드럽게 밀면서 넓혀주도록 한다. 이 때 최대한 벌리되, 과하지

않게,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뜻한 물 안에서 하면 손의 조직이 더

부드러워져서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스트레칭 훈련을 할 때

항상 과하지 않게 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2) 에스테반의 스트레칭 훈련 방법

에스테반은 그의 스승인 저명한 피아니스트 알리시아 데 라로차(Alicia

de Larrocha, 1923-2009)로부터 배운 손의 스트레칭 운동에 대해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었다. 에스테반에 따르면, 스승 라로차는 다섯 살 때부터 손

의 스트레칭 운동을 했으며, 연주 무대 전에도 피아노 위에서가 아니라 손

의 준비 운동을 하는 등 손의 훈련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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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반은 손가락 사이를 벌리고 손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75)

① 한 손의 두 손가락 사이로 다른 팔을 두어 부드럽게 돌리기. (각 손

가락 사이를 번갈아 실시)

<그림 18> 에스테반의 스트레칭 훈련 ①

② 양손의 같은 두 손가락씩을 맞댄 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기.

<그림 19> 에스테반의 스트레칭 훈련 ②

75) Kamolsiri, 위의 글, 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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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번과 2번, 2번과 3번 등 인접한 두 개의 각 손가락 사이와 1번과 다

른 손가락 사이 건반 모서리에 대고 스트레칭하기.

<그림 20> 에스테반의 스트레칭 훈련 ③

에스테반은 이 세 가지 운동을 할 때 손과 손이 닿는 피부가 따뜻해질

때까지 하며, 손에 긴장감이 없어야 하고, 느슨하고 천천히, 릴렉스된 방법

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알리시아 데 라로차는 스트레칭 훈련

은 매우 섬세하고 위험하기도 하여서, 매우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한다고

하였다.76)

(3) 채플이 제안한 스트레칭 훈련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제프레이 채플(Jeffrey Chappell)은 작은 손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양 손을 번갈아 손가락을 뻗는 연습을 다음과 같이

76) Kamolsiri, 위의 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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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를 권장하고 있다.77) 이 때 마찬가지로 손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부드

럽고 조심스럽게 하도록 한다.

  

① 2번 손가락을 책상(모서리가 둥근 책상에서 하기를 권함)의 가장자리

에서 위에 올려 두고, 엄지와 다른 손가락은 테이블 밑쪽으로 떨어뜨

린다. 이 때 손 끝을 테이블 위에 닿게 하는 것이 아니라, 2번 손가락

전체가 책상 위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한 후 2번과 3번 손가

락 사이를 부드럽게 밀어준다.

② 2번과 3번 손가락을 펴고 손가락 전체를 책상 위에 올리고,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들은 떨어뜨리고 부드럽게 밀어준다.

③ 2, 3, 4번 손가락을 책상 위에 올리고,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들은 떨

어뜨리고 부드럽게 밀어준다.

④ 2, 3, 4, 5번 손가락을 책상 위에 올리고, 엄지손가락은 밑쪽으로 떨어

뜨리고 부드럽게 밀어준다.

⑤ 엄지 손가락을 책상 위에 올리고, 나머지 2, 3, 4, 5번 손가락은 떨어

뜨리고 부드럽게 밀어준다.

⑥ 5번 손가락을 책상 위에 올리고, 나머지 손가락들은 떨어뜨리고 부드

럽게 밀어준다.

채플은 위의 스트레칭 연습을 자주 하되, 결코 손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

의하라고 말한다.

77) 제프레이 채플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 독주 및 협연, 실내

악으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다. http://jeffreychappell.com/q_a02.php

[2015년 9월 17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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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르는 근육이 한 번 수축하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주어야 근육에 무

리가 오지 않고, 다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하였다.78) 손을 벌리는

훈련을 하거나 혹은 옥타브나 코드가 나오는 테크닉을 연습하게 되게 되

면,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수축하게 되는데, 긴장, 수축한 근육이 정상적으

로 회복되어 원상태대로 되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로감이

축적될 것이고, 뻣뻣해지고, 더 많은 통증을 유발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칭 훈련을 한 후에도 긴장, 수축되어 있던 근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다음 연습으로 진행하거나, 피아노 연습을 하지 않는 시

간 외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건반 위에서의 손의 스트레칭 연습

작은 손을 가진 학생들은 손의 확장을 위해 건반 밖에서 손의 스트레칭

훈련과 함께, 레퍼토리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피아노 건반 위에서의 손의

스트레칭 연습을 할 것을 추천한다.

미국의 피아니스트이자 피아노 교육에도 대단한 명성을 떨쳤던 아델 마

커스(Adele Marcus, 1906-1995)79)는 손이 크건 작건 간에 학생들이 건반

위에서의 스트레칭 연습을 하게 하였는데, 다음은 마커스가 자신의 학생들

에게 사용하였던 감7화음 스트레칭 연습, 호로비츠의 스트레칭 연습, 라흐

마니노프의 스트레칭 연습, 레빈의 스트레칭 연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78) Sandor, 『온 피아노 플레잉』, 18-19.

79) 아델 마커스는 조셉 레빈과 아서 슈나벨 문하에서 공부했으며, 줄리어드 음대 교

수로 재직하였고, 국제 콩쿨에서 입상한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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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7화음 스트레칭 연습

<악보 1> 감7화음 스트레칭 연습

감7화음 스트레칭 연습은 단 3도씩 벌어진 상태로 치게 되는 감7화음을

누른 상태에서, 한 박씩 천천히 5번부터 손가락을 가능한 한 높이 들면서

치게 하는 연습이다. 다음의 4번, 3번, 2번, 1번도 마찬가지로 하고, 두 음

씩 음정을 3-5번, 2-4번으로 쳐서 손가락 사이를 벌려 확장하는 연습을 하

도록 한다. 반음계적으로 진행하여 각 감7화음의 스트레칭 연습을 한다.80)

80) Elder Dean, "Adele Marcus on the Mechanics of Advanced Technique", Clavier,

Ⅺ/6 (September, 197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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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로비츠가 사용했던 스트레칭 연습

<악보 2> 호로비츠의 스트레칭 연습

위의 악보는 블라디미르 호로비츠(Bladimir Horowitz, 1903-1989)가 사

용했던, 특히 4-5번 사이를 넓혀주는 아르페지오 연습으로, 오른손, 왼손을

느린 속도로, 손목은 낮춘 상태로, 손가락을 들어 올리면서 크게 연습한다.

다음에 <악보 2>의 맨 아래 악보로 양손을 빠른 속도로 연습하는데, 이때

아르페지오를 손목을 사용하여 치며, 각 연습들은 반음계씩 상행한다.81)

81) Dean, 위의 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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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흐마니노프가 사용했던 스트레칭 연습

<악보 3> 라흐마니노프의 스트레칭 연습

위의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Sergei Rachmaninoff, 1873-1943)가 사용했

던 스트레칭 연습은 3-5번과 2-4번 사이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연습

이다. 마커스는 이 연습을 할 때도 손가락을 세우고 손가락의 관절이 굽혀

지지 않도록 하여 손끝의 살집이 많은 부분으로 치되, 평평하게 되지 않도

록 하라고 하고 있다.82)

82) Dean, 위의 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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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빈이 사용했던 스트레칭 연습

<악보 4> 레빈의 스트레칭 연습

위의 조셉 레빈(Josef Lhevinne, 1874-1944)의 스트레칭 연습은 3-4번,

4-5번 사이를 확장하는 데 유용한 스트레칭 연습이다. 마커스는 이 연습을

먼저 리듬을 고르게 쳐야 하며, 위의 네 가지 예시와 같은 스트레칭 연습

을 매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습은 테크닉이라는 건물을 짓

는 창조적인 과정이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만들어 가야한다고 언급하였

다.83)

83) Dean, 위의 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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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의 확장에 도움을 주는 연습곡

마이어(Guy Maier, 1891-1956)84)는 작은 손을 가진 학생들은 손을 벌리

는(stretch) 능력을 개발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되며, 코드와 아르페지오

를 연습하는 것은 손의 크기를 개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였다.85)

앞의 장에서 언급한 피아노 건반 밖에서의 손의 스트레칭 훈련과 건반 위

에서의 스트레칭 연습에 이어, 각 손가락 사이를 벌리는 음정, 옥타브, 코

드, 아르페지오 등의 연습은 손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작은 손을 가진,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손의 확장을 위하여 꾸준히 옥타

브, 코드, 아르페지오가 포함되어 있는 연습을 할 것을 권한다.

저자가 실시하였던 2013년도의 제 5회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에서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준 교재에 대해 하논(77.8%)

과 체르니 30, 40, 50(29.6%) 이외의 교재나 연습곡을 응답한 경우는 매우

적었다.(본 논문 55쪽 참조)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손의 확장이 비교적 많

이 필요한 베토벤의 작품부터 낭만음악 이후의 고급단계의 레퍼토리에 접

하기 전에 훈련해 두어야 할, 성장기 학생들의 연령대나 피아노 수업 연한

을 감안하여 중급 단계까지의 연습곡으로 제한하여, 손을 확장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는 연습곡을 발췌, 분류해 보고자 한다.

연습곡 선별 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손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준

84) 마이어는 미국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며, 교육자, 편곡자, 작가로도 활동하였

고, 1919년부터 1931년까지 패티슨(Pattison)과 함께 유명한 피아노 듀오 팀으로 활

동하였다.

85) Kamolsiri, "Even a Small Star Shines in the Darkness: Overcoming Challenges

Faced by Pianists with Small Hands," 재인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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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를 문는 문항에 표기하였던 연습곡들(본 논문 52쪽 참조)과 제인 머그

릿(Jane Magrath)의 『P 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 and

Performance Literature』86)에서의 19세기 문헌들 중 나타난 연습곡들, 19

세기 작곡가들의 연습곡들을 분산화음, 스타카토, 옥타브, 코드, 아르페지

오, 장식음과 트릴 등의 항목으로 세밀하게 세분화하여 분류한『P ianist's

Guide To Progressive F inger F itness』87)에 수록된 연습곡들을 참조하

여 선별하였다.

본 논문에 발췌된 연습곡의 선별 기준은, 손의 확장이 많이 필요한 작품

들이 다수 작곡되었던 시기인 19세기에 쓰여진 옥타브, 코드, 아르페지오,

음정 등을 포함한 연습곡 중에서 손의 확장을 위한 의도가 명백한 곡들을

선별하였다. 작곡자가 손의 확장을 특별하게 의도하지 않은, 8도 이내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아르페지오, 옥타브, 코드를 포함한 연습곡은 선별곡에

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음악적 통찰력을 요구하는 고급 단계의 레퍼토리에

진입하기 전에 학습해야 할, 동일한 음형과 패턴으로 이루어졌으며, 손의

확장에 도움을 주는 중급 단계의 연습곡들을 선별하여 분류, 연구하고자

한다. 연습곡 배열의 순서는 편의상 체르니를 앞에 두었고 다른 작곡가들

은 작곡가 연대순으로 하였다.

86) 머그릿은 『P 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 and Performance Literatur

e』에서 바로크, 고전, 낭만, 20세기로 구분된 중급문헌들을 레벨(Level) 1부터 10까

지로 표기하여 수록하였다. Jane Magrath, P 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

and Performance Literature(Van Nuys, CA: Alfred Publishing Co., Inc., 1995),

117-254.

87) 이『P ianist's Guide To Progressive Finger Fitness』에서는 베르티니, 부르그

뷜러, 클레멘티, 크라머, 체르니, 걸릿, 헬러, 모셸레스 등, 모두 1800년부터 1900년

대에 활동한 14명의 작곡가들의 연습곡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였다. Jana S. and

Richard L. Bobo, P ianist's Guide To Progressive Finger Fitness(Maryville,

Mo., 199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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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르니 연습곡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또한 피아노 교육자로 리스트, 레셰티츠키 등 많

은 제자들을 배출한 칼 체르니(Carl Czerny, 1791-1857)는 연습곡 형태의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의 피아노 교육법을 체계화했던 연습곡들 중에서

손의 확장에 특정하게 도움을 주는 연습곡들을 발췌하여, 어떠한 패턴으로

손의 확장 연습을 시키고 있는지 분류하고, 손의 확장의 어떠한 부분에 도

움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1) 「160개의 짧은 연습곡 Op. 821」

체르니 작곡의 이 160개의 연습곡(Czerny 160 Kurze Übungen Op. 821)

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길이가 짧지만 효과적인 곡들로 이루어져 있다.

수록된 모든 연습곡들이 한 번호 당 총 8마디로 이루어져 있는데, 연습곡

머리말에 각 번호마다 중단 없이 최소한 8번씩 반복하여 하나의 큰 연습

곡을 만들어 연습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수록된 연습곡들의 뒤의 번호로 갈수록 음역대가 넓어지고 난이도도 높

아지며, 후반부로 갈수록 손의 확장에 관련된 연습곡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습곡 Op. 821은 작곡자가 각 곡마다 확실한 테크닉 훈련의 목

적을 두고 썼으며, 손의 확장 훈련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쓴 것

으로 보인다. 다음의 <표 22>는 160곡 중에 손의 확장에 특히 도움을 주

는 연습곡 15곡을 발췌하여 옥타브, 아르페지오, 코드, 확장된 음정으로 분

류하여 놓은 것이다. 다음의 표 안에서 ‘3-4번 확장’이라는 표현은 3번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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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과 4번 손가락 사이를 확장시켜준다는 의미이며, ‘3-5번 확장’은 3번

손가락과 5번 손가락 사이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뜻한다.

<표 22> Czerny 160 Kurze Übungen Op. 821에서 발췌한 손의 확장에

특정하게 도움을 주는 연습곡

연습곡

번호
분 류 손의 확장에 도움을 주는 부분

44 오른손 펼침화음 오른손 3-4번 확장

70 오른손 펼침화음 오른손 3-4번 확장

85 오른손에 두 성부 오른손 3-5번 확장

121 오른손 4도, 5도 음정 오른손 1-2번 확장

124 오른손 10도, 11도, 13도 도약 오른손 1-2번, 1-5번 확장

127 오른손 두 성부, 10도 도약 오른손 1-4번, 1-5번 확장

130 양손 펼침화음 오른손 1-3번, 1-4번

136 10도 도약 오른손 1-5번 확장

137 양손 펼침화음 각 손가락 사이 확장

138 왼손 펼침화음 왼손 1-4번 확장

143 각 8도 수평 진행 오른손 1-2번 확장

144 양손 펼침화음 오른손 3-4번 확장

145 양손 펼침화음 오른손 3-5번 확장

154 수평적인 8도 진행 오른손 1-4번 확장

158 양손의 분산된 옥타브 8도 진행 오른손 1-5 1-4, 1-3번 확장

체르니의 「체르니 160개의 짧은 연습곡 Op. 821」중 발췌한 손의 확장

에 도움을 주는 연습곡을 분석, 정리한 위의 <표 22>를 보면, 이 연습곡에

서 옥타브, 코드, 아르페지오, 확장된 음정 등이 전반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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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된 것으로 나타난다. 옥타브와 코드는 8도 이상을 넘지 않고, 도약하는

음정은 10도까지 나타나며, 1-2번, 1-3번, 1-4번, 2-5번, 3-5번, 3-4번 등

각 손가락 사이를 벌려 확장하는 것까지 훈련시키고 있다.

다음의 <악보 5> Czerny 160 Kurze Übungen Op. 821 중 127번은 아래

성부에서 두 마디 동안 붙잡고 윗 성부에서 한 옥타브 반음계로 상행, 하

행하고 있어, 1-3번, 1-4번을 확장할 수 있게 훈련시키고, 마디 7에서는 10

도 도약으로 1-5번을 확장 연습을 시키고 있다.

<악보 5> Czerny 160 Kurze Übungen Op. 821, No.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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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악보 6> 137번에서는 오른손과 왼손 양손 모두 다섯잇단음표의

아르페지오를 손가락을 중간에 바꾸는 운지법이 아니라 1-2-3-4-5번의 운

지법으로 사용하여, 3-4번, 4-5번 사이까지의 확장 연습, 1-5번의 10도 연

습 등의 폭넓은 확장 연습을 시키고 있다.

<악보 6> C. Czerny 160 Kurze Ubungen Op. 821, No. 137

(2) 「여섯 개의 옥타브 연습곡 Op. 553」

체르니 작곡의 이 여섯 개의 옥타브 연습곡 Op. 553(Czerny Six Exercises

in Octaves Op. 553)은 옥타브를 다양한 리듬과 아티큘레이션으로 훈련시

키는, 옥타브만을 위한 연습곡이다. 각 번호마다 양손의 옥타브 연습이 고

루 나오며, 양손 옥타브 유니즌, 3도 병진행, 반진행을 포함하고 있다. 옥타

브 진행을 보면 6곡 모두 전반적으로 순차진행 또는 3도로 진행하고, 옥타

브 음계, 옥타브 반음계가 나오고 있다. 이 연습곡에서 체르니가 제시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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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브의 운지법은 1-5번, 1-4번, 간혹 1-3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는 1-4번이 가능하다면 1-5번과 섞어서 연습하고, 어렵다면

1-5번만으로 연습하고 페달을 적절히 사용한다. 다음의 <표 23>은 Czerny

Six Exercises in Octaves Op. 553을 분석, 정리한 것이다.

<표 23> Czerny Six Exercises in Octaves Op. 553

번 호 분 류 비 고

1 셋잇단음표 옥타브 옥타브 두 음 슬러 포함

2
16분음표 이용한 옥타브,

옥타브 음계

3
3/8 안에서의 옥타브,

옥타브 음계
옥타브 두 음 슬러 포함

4 옥타브 분산화음

5
셋잇단음표 옥타브 음계,

옥타브 반음계
양손 병진행, 반진행 포함

6 16분음표 옥타브 음계 연습

<악보 7> Czerny Six Exercises in Octaves Op. 553, No. 2



- 86 -

<악보 8> Czerny Six Exercises in Octaves Op. 553, No. 5

(3)「속도 연습곡, Op. 299」, 「손가락 기교의 예술, Op. 740」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체르니 40, 50번으로 알려져

있는, 「체르니 속도 연습곡, Op. 299」(Czerny The School of Velocity,

Op. 299), 「체르니 손가락 기교의 예술, Op. 740」(The Art of Finger

Dexterity, Op. 740)에서는, 손의 확장에 특히 도움을 주는 연습곡을 Op.

299에서 2곡, Op. 740에서 7곡을 발췌하였다. 여기에서도 손의 확장을 특별

하게 요구하지 않는, 일반적인 옥타브, 코드, 아르페지오를 포함한 연습곡

은 선별곡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들 발췌곡에서 보면 1-2, 2-3, 2-5, 3-5번

등 손가락 사이를 확장 훈련시키기 위해 도약이나 아르페지오를 많이 사용

하고 있다. 이들 손의 확장에 관련된 연습곡 중에는 난이도가 높을수록 손

의 확장을 도와줄 뿐 아니라, 손가락 독립, 레가토, 연타음, 트릴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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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에 두고 작곡되어 여러 종합적인 테크닉을 기르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표 24>는 체르니 40, 50에서 발췌한 손의 확장에 특히 도움을

주는 연습곡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 24> Czerny 40, 50에서 발췌한 손의 확장에 특정하게 도움을 주는 연습곡

연습곡 번호 분 류 손의 확장에 도움을 주는 부분

Czerny 40
28번

오른손 8도를

1-4번 연결
오른손 1-4번 확장

37번 오른손 10도 도약 오른손 1-5번 확장

Czerny 50

6번 양손 펼침화음 왼손 각 손가락 사이 확장

15번
옥타브,

분산화음

오른손, 왼손 1-2, 1-3,

2-5, 3-5번 확장

19번 오른손 9, 10, 11도 도약 오른손 1-5번 확장

20번
왼손 1-2번

8도 도약
왼손 1-2번 확장

22번
오른손 1번 손가락은 붙잡고

다른 손가락은 확장

오른손 1-2, 1-3, 2-5, 1-4,

1-5번 확장

24번 왼손 펼침화음 왼손 3-5, 1-2, 2-3번 확장

45번 왼손 펼침화음 왼손 1-2, 2-3, 2-5, 3-5번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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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Czerny The School of Velocity, Op. 299, No. 28

위의 <악보 9>는 오른손 1-4번을 8도로 벌려 손을 확장시키는 연습곡이

고, 다음의 <악보 10>은 오른손 1-5번을 10도로 도약하면서 손을 확장시

키도록 되어 있다.

<악보 10> Czerny The art of Finger Dextirity, Op. 740, No.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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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Czerny The art of Finger Dextirity, Op. 740, No. 45

위의 <악보 11>은 왼손의 3-5, 2-3, 1-5번의 손가락 사이를 벌려 확장하

고, 오른손도 윗 성부에서 한 박자 동안 오른손 5번이나 4번으로 붙잡으면

서 아래 성부를 치도록 훈련하여 확장 연습에도 도움을 주는 연습곡이다.

2) 크래머 연습곡

독일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음악교육가로서도 많은 업적을 남

겼던 요한 밥티스트 크래머(Johann Baptist Cramer, 1771-1858)는 고전시

대에서 낭만시대로 넘어가는 대표적인 피아니스트였다. 크래머는 다수의

연습곡, 피아노 소나타, 실내악곡 등을 작곡하였는데, 그의 「84 연습곡

Op. 50」 중 손의 확장에 특히 도움을 주는 연습곡들을 발췌하여, <표

25>에 정리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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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Cramer 84 Etudes Op. 50에서 발췌한 손의 확장에 특정하게

도움을 주는 연습곡

번 호 분 류
손의 확장에 도움을

주는 부분

5번
오른손 안에 두 성부,

왼손 11도까지 도약
오른손 1-4번, 왼손 1-5번 확장

7번
레가토 안에서 오른손 9도,

왼손 10도까지 도약 진행

오른손 1-4, 1-5번, 왼손 1-4, 1-5번

확장

22번
오른손 스타카티시모로 도약,

왼손 5번으로 붙잡고 진행
오른손 3-5번, 왼손 2-5, 3-5번 확장

23번 오른손 10도 도약 진행 오른손 1-5번 확장

25번 오른손 12도 음정 아르페지오 오른손 1-5번, 1-2, 1-3번 확장

28번
오른손 음정으로 붙잡고

확장 진행
오른손 1-4, 1-5번 확장

30번 왼손 안에 두 성부 왼손 1-5, 2-5, 3-5번 확장

38번 왼손 분산화음 왼손 2-3, 3-5, 1-4번 확장

39번
오른손 분산화음 내 10도까지

도약 진행
오른손 1-3, 1-4, 1-5, 2-5번 확장

40번 오른손, 왼손 11도까지 도약 진행 오른손 1-4, 1-5번, 왼손 1-4번 확장

58번 오른손 6도까지 진행 오른손 3-5번 확장

59번 왼손 13도까지 도약진행 왼손 1-5번 확장

64번 오른손, 왼손 분산화음
오른손 1-4, 2-5번, 왼손 2-5, 1-5번

확장

66번 오른손 분산화음 오른손 2-5번 확장

67번
오른손, 왼손 셋잇단음표

분산화음

오른손 1-4, 1-5, 2-5번, 왼손 1-5,

2-5번 확장

77번 왼손 셋잇단음표 분산화음 왼손 1-5번

79번 오른손 분산화음 오른손 1-4번 확장

83번 오른손 두 음정 간 도약 오른손 1-4, 2-5번 확장

다음의 <악보 12>는 Cramer 84 Etudes Op. 50, No. 5으로, 왼손은 8도,

9도, 10도, 11도 도약으로 1-4, 1-5번의 확장에 도움을 주고 있고, 오른손

은 두 개의 성부로 윗 성부를 연결하면서 1-4, 1-5번 확장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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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Cramer 84 Etudes Op. 50, No. 5

다음의 <악보 13>은 Cramer 84 Etudes Op. 50, Book Ⅱ에 수록된 제

22곡으로, 오른손 3-5번, 왼손 2-5, 3-5번의 확장을 돕고 있다.

<악보 13> Cramer 84 Etudes Op. 50, No.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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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훔멜 연습곡

거장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지휘자였던 요한 네포무크 훔멜(Johann

Nepomuk Hummel, 1778-1837)의 「17개의 연습곡, Op. 125」(17 Etudes,

Op. 125) 중 손의 확장에 특정하게 도움을 주는 연습곡은 10번 한 곡으로,

오른손 1-3번, 1-4번, 1-5, 2-5, 3-5번, 왼손 1-5번, 2-4번, 4-5번 확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표 26 참조)

<표 26> Hummel 17 Etudes, Op. 125에서 발췌한 손의 확장에 특정하게

도움을 주는 연습곡

번 호 분 류
손의 확장에 도움을

주는 부분

10번
오른손, 왼손 11까지

도약 진행

오른손 1-3, 1-4, 1-5, 2-5, 3-5번,

왼손 1-5, 2-4, 4-5번 확장

<악보 14> Hummel 17 Etudes, Op. 125, N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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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셸레스 연습곡

19세기의 가장 뛰어난 피아니스트 중 한사람이었으며 작곡가였던 이그나

즈 모셸레스(Ignaz Moscheles, 1794-1870)는 8개의 피아노 협주곡과 많은

연습곡들을 작곡하였다. 다음의 <표 27>는 그의 연습곡 중 「4개의 연주

회용 연습곡 Op. 111」(4 Grandes Etudes de Concert Op. 111), 「24개의

연습곡, Op. 70」(24 Etudes, Op. 70), 「12개의 연습곡, Op. 95」(12 Etudes,

Op. 95) 중 손의 확장에 특정하게 도움을 주는 연습곡을 발췌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 27> 모셸레스 연습곡에서 발췌한 손의 확장에 특정하게 도움을 주는

연습곡

모셸레스 연습곡 번호 분 류 손의 확장에 도움을 주는 부분

4 Grandes

Etudes de Concert,

Op. 111

3번 왼손 펼침화음 왼손 2-5, 1-2번 확장

4번 오른손 두 성부 오른손 2-5, 1-4번 확장

24 Etudes,

Op. 70

9번
왼손 펼침화음,

오른손 두 성부

왼손 2-3, 2-4, 3-5, 4-5, 1-5번,

오른손 1-3, 1-4, 2-3, 2-4, 2-5번 확장

10번 왼손 분산화음 왼손 1-2, 2-5번 확장

11번
오른손, 왼손

펼침화음,

오른손 1-2, 2-4, 2-5, 1-3, 1-4, 1-5번

왼손 2-4, 2-5, 3-4, 3-5번 확장

12번
오른손 두성부,

왼손 10도까지 도약
오른손 1-5번, 왼손 1-5번

12 Etudes,

Op. 95

4번
오른손 두 성부,

왼손 펼침화음

왼손 1-2, 2-3, 2-5번,

오른손 1-5, 3-5 확장

7번 왼손 펼침화음 왼손 1-2, 2-3, 2-5, 3-5, 1-5번 확장

9번 오른손, 왼손 두성부
오른손 1-2, 2-5, 1-5번,

왼손 1-5번 확장

12번 오른손, 왼손두 성부
오른손 1-3, 2-3, 3-5, 1-4번,

왼손 1-5번, 2-5번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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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악보 15> Moscheles 24 Etudes, Op. 70, No. 9은 왼손 2-3번,

2-4번, 3-5번, 4-5번, 1-5번, 오른손 1-3번, 1-4번, 2-3번, 2-5번을 확장하

는 데 도움을 주는 연습곡이다.

<악보 15> Moscheles 24 Etudes, Op. 70, No. 9

다음의 <악보 16> Moscheles 12 Etudes, Op. 95, No. 4은 양손에 각 두

성부씩으로, 왼손 1-2, 2-3번, 2-5번, 오른손 1-5번, 3-5번 확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악보 16> Moscheles 12 Etudes, Op. 95,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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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베르티니 연습곡

프랑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던 헨리 베르티니(Henri Bertini,

1798-1876)는 「25개의 쉬운(easy) 연습곡, Op. 100」(Op. 100, 25 Easy

Etudes)과 「총 48개의 연습곡, Op. 29과 32」(Op. 29 & 32, 48 Etudes),

의 「25개의 연습곡, Op. 66」(Op. 66, 25 Etudes)을 작곡하였다.

다음의 <표 28>은 베르티니의 연습곡 중 손의 확장에 특히 도움을 주는

연습곡을 발췌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일반적인 옥타브, 코드, 아르페지

오 등을 포함한 연습곡은 제외하고, 손의 확장에 특정하게 도움을 주는 연

습곡은 각각 Bertini Op. 100, 25 Easy Etude에서 2곡, Bertini Op. 66, 25

Etudes에서는 7곡이 선별되었다.

<표 28> Bertini Op. 100, 25 Easy Etude와 Bertini Op. 66, 25 Etude 에서

발췌한 손의 확장에 특정하게 도움을 주는 연습곡

연습곡 번호 분 류
손의 확장에 도움을

주는 부분

Bertini Op. 100,

25 Easy Etude

21번 오른손 11도, 왼손 12도까지 도약
오른손 1-5번,

왼손 1-5번 확장

22번 오른손, 왼손 10도까지 도약
오른손 1-5번,

왼손 1-5번 확장

Bertini Op. 66,

25 Etude

7번
오른손 분산화음,

왼손 도약

오른손 1-3, 1-5, 3-5번,

왼손 1-2번 확장

10번 왼손 두 옥타브까지 도약 왼손 1-2, 1-5번 확장

11번 오른손 도약 오른손 3-1, 1-5번 확장

16번 오른손 도약 오른손 1-5, 2-5번 확장

19번 왼손 펼침화음 왼손 3-5, 2-3, 3-5번 확장

22번 왼손 아르페지오, 도약 왼손 1-2, 2-5번 확장

23번 왼손 10도까지 도약 왼손 1-2, 1-5번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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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악보 17> Bertini Op. 100, 25 Easy Etude, No. 21은 마디 2와

마디 6에서 마디 8 등 오른손이 10도 도약하면서 오른손 1-5번이, 마디 17

부터는 왼손이 10도 도약하면서 왼손 1-5번이 확장되어 벌려질 수 있도록

연습시키고 있다.

<악보 17> Bertini Op. 100, 25 Easy Etude, No. 21

다음의 <악보 18> Bertini Op. 66, 25 Etude, No. 11은 오른손의 10도 도

약으로 1-5번, 3-1번이 넓게 벌려지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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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Bertini Op. 66, 25 Etude, No. 11

6) 콘코네 연습곡

이탈리아의 음악교육가이자 작곡가였던 지우제페 콘코네(Giuseppe

Concone, 1801-1861)는 전 5권으로 되어 있는 <성악교본>을 작곡하여 오

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악도에게 중요한 교본으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

다. 성악곡을 많이 작곡한 작곡가의 영향으로, 콘코네의 연습곡도 오른손

성부는 선율적인 성격이 강하며, 왼손은 넓은 분산화음을 많이 사용하거나

반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음의 <표 29>는 콘코네의 「20개의 노래하는

선율의 연습곡, Op. 30」(Etudes Chantantes, Op. 30)에서 발췌한 손의 확

장에 특정하게 도움을 주는 연습곡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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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Concone 20 Etudes Chantantes, Op. 30에서 발췌한 손의 확장에

특정하게 도움을 주는 연습곡

연습곡 번호 분 류
손의 확장에 도움을

주는 부분

5
오른손 11도까지 도약,

왼손 단음과 음정 도약
오른손 1-5번, 왼손 2-5번 확장

8
오른손 6도 선율 진행,

오른손 두 성부
오른손 2-5번 확장

18 오른손 두 성부 오른손 1-5번 확장

19 왼손 분산화음 왼손 2-3번, 3-5번 확장

20 왼손 분산화음 왼손 3-5번 확장

다음의 <악보 19> Concone 20 Etudes Chantantes, Op. 30, 마디 1-8을

보면, 왼손 성부에 넓은 분산화음이 나오고 있는데, 왼손 3-5번으로 4도∼

7도 음정을 치면서 손가락 사이를 확장시키는 연습을 시키고 있다.

<악보 19> Concone 20 Etudes Chantantes, Op. 30, 마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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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헬러 연습곡

헝가리의 피아니스트이자, 교사, 작곡가였던 스티븐 헬러(Stephen Heller,

1813-1888)는 대부분 연습곡 및 소품들을 작곡했는데, 쇼팽 작품에서 따로

연습이 필요한 부분들을 패턴을 그대로 옮겨와 연습곡으로 만든 「21개의

쇼팽을 모방한 특별 연습곡」, Op. 154(21 Etudes Speciales after Chopin,

Op. 154)는 총 21곡 중 13곡이 손의 확장에 특히 도움을 주고 있는 연습곡

이다. 다음의 <표 30>는 21 Etudes Speciales after Chopin, Op. 154 중 손

의 확장에 특정하게 도움을 주는 연습곡을 발췌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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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Heller 21 Etudes Speciales after Chopin, Op. 154에서 발췌한 손

의 확장에 특정하게 도움을 주는 연습곡

번호 분 류 손의 확장에 도움을 주는 부분

2번
오른손 도약,

왼손 아르페지오

오른손 1-2, 2-4, 2-5, 1-4, 1-5번,

왼손 1-2, 2-5 확장

3번 오른손 펼침화음 오른손 1-2, 2-5번 확장

4번 왼손 도약 왼손 1-2, 1-3, 1-5번 확장

7번 왼손 펼침화음 왼손 1-2, 2-3, 3-5번 확장

8번 오른손, 왼손 펼침화음
오른손 1-2, 2-5, 3-5번

왼손 1-2, 1-3, 2-5번 확장

10번 양손 펼침화음
오른손 1-2, 1-3, 1-4, 2-5번,

왼손 1-2, 3-5번 확장

13번 오른손, 왼손 음정 추가하며 확장 오른손 1-5번, 왼손 1-5, 3-5번 확장

15번 양손 펼침화음
오른손 1-2, 1-3, 1-5, 2-4, 2-5번,

왼손 1-2, 1-5, 2-5번 확장

17번 왼손 펼침화음 왼손 1-2, 2-3, 2-5, 3-5번 확장

18번 양손 펼침화음
오른손 1-2, 2-3, 2-4번,

왼손 1-2, 2-3, 2-4, 3-5번 확장

19번 양손 펼침화음
오른손 1-2. 2-3, 3-5번,

왼손 1-2, 2-3, 3-5번 확장

20번 양손 아르페지오, 코드
오른손 1-2, 2-4, 2-5번,

왼손 1-2, 2-5, 3-5번 확장

21번 1-3, 1-4번으로 옥타브 연습 오른손 1-3, 1-4, 2-4번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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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악보 20> Heller 21 Etudes Speciales after Chopin, Op. 154,

No. 8은 오른손 1-2번, 2-5번, 3-5번, 왼손 1-2번, 1-3번, 2-5번의 확장을

도와주는 연습곡이다.

<악보 20> Heller 21 Etudes Speciales after Chopin, Op. 154, No. 8

다음의 <악보 21> Heller 21 Etudes Speciales after Chopin, Op. 154,

No. 15는 오른손 1-2번, 1-3번, 1-5번, 2-4번, 2-5번, 왼손 1-2번, 1-5번,

2-5번의 확장을 도와주는 연습곡이다.

<악보 21> Heller 21 Etudes Speciales after Chopin, Op. 154, No.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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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브람스 연습곡

낭만주의 시대에 고전파 음악의 전통을 지켜 독자적인 작풍을 이루었던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는 오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작품을 남겼다. 브람스의 피아노 작품 중에 연습곡은 파

가니니 주제에 의한 연습곡, 교향적 연습곡 등 고급단계의 연습곡 이외에,

중급 단계의 연습곡으로는 「51개의 피아노 연습곡」(51 Übungen für

Pianoforte)가 있는데, 손의 확장에 매우 유용한 연습곡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음의 <표 31>는 51 Übungen für Pianoforte에서 발췌한 손의 확

장에 특정하게 도움을 주는 연습곡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 31> Brahms 51 Übungen für Pianoforte에서 발췌한 손의 확장에 특

정하게 도움을 주는 연습곡

번 호 분 류 손의 확장에 도움을 주는 부분

9a 양손 진행 음을 붙잡고 확장 연습 양손 1-4, 1-5번 확장

9b 양손 반복음과 도약음 진행 양손 1-5, 2-5, 3-5번 확장

21a 수직 4, 5도 음정과 10도 도약 양손 2-4, 1-5번 확장

21b 수직 3, 4, 5도 음정과 10도 도약 양손 2-4, 1-5번 확장

28
양손 1번 붙잡고, 펼침화음과

반음계 치면서 확장
양손 1-3, 1-4, 1-5번 확장

31a 수직 2, 3도 음정 진행 양손 2-3, 3-4, 4-5번 확장

31b 수직 2, 3도 음정 진행 양손 2-3, 3-4, 4-5번 확장

33b 수직 4, 8도 음정 진행 양손 2-5, 3-5번 확장

36 양손 1번 붙잡고 다른 음들 진행 양손 3-4, 4-5번 확장

37a 양손 도약 음정들을 레가토로 연결
오른손 2-4, 4-5, 5-1번 확장

왼손 2-3, 3-5, 1-5번 확장

37b 양손 도약 음정들을 레가토로 연결 양손 2-3, 3-4, 4-5, 5-1번 확장

44a 양손 도약 음정들을 레가토로 연결 양손 1-2, 2-3, 3-5번 확장

44b 양손 도약 음정들을 레가토로 연결 양손 2-3, 3-5, 4-2번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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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악보 22> Brahms 51 Übungen für Pianoforte, No. 9, a는 오른

손과 왼손 엄지손가락은 내성으로 반복음을 연주하고, 양손을 3도부터 10

도까지 확장하는 훈련을 시키는 연습곡이다. 양손이 손가락 번호가 같은

번호로 되어 있어 반진행 하는 패턴으로 되어 있다.

<악보 22> Brahms 51 Übungen für Pianoforte, No. 9, a

다음의 <악보 23> Brahms 51 Übungen für Pianoforte, No. 21a는 양손

4도, 5도 수직 음정을 2번과 4번으로 치고, 1-5번으로 10도 도약을 하는

것을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하여, 손의 확장 연습을 시키고 있다.



- 104 -

<악보 23> Brahms 51 Übungen für Pianoforte, No. 21a

9) 모스코프스키 연습곡

폴란드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모리츠 모스코프스키(Moritz

Moszkowski, 1854-1925)는 살롱 연주용의 소품에 뛰어난 작품들을 남겼

다. 그의 연습곡 중 「15개의 기교적인 연습곡, Op. 72」(15 Etudes de

Virtuosite Op. 72)에서 손의 확장에 특히 도움을 주는 연습곡을 발췌하여

다음의 <표 32>에 정리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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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Moszkowski 15 Etudes de Virtuosite Op. 72에서 발췌한 손의

확장에 특정하게 도움을 주는 연습곡

번호 분 류 손의 확장에 도움을 주는 부분

8번
양손 수직 3∼7도 음정이 수평

8도를 사이에 두고 진행

오른손 2-4, 2-5, 3-4, 3-5번,

왼손 1-2, 2-4, 3-4번 확장

11번 오른손 펼침화음 오른손 2-3, 3-4, 2-5번 롹장

13번
온른손 다양한 수직 음정

레가토 연결, 왼손 펼침화음

오른손 1-4, 2-3, 2-4, 2-5, 3-5번,

왼손 5-3, 3-1, 1-5, 2-3, 2-5, 3-5번 확장

14번 양손 펼침화음
오른손 2-3, 3-4, 1-4, 1-5번

왼손 2-3, 3-4, 1-4, 1-5, 2-5번 확장

다음의 <악보 24> Moszkowski 15 Etudes de Virtuosite Op. 72, No.

14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한 박 동안 붙잡고 있으면서 다섯 음의 아르

페지오를 1-2-3-4-5번으로 치도록 하여 손가락 사이를 확장하도록 하고

있다. 오른손 1-4번, 2-3번, 2-4번, 2-5번, 3-5번, 왼손 5-3번, 3-1번, 1-5

번, 2-3번, 2-5번, 3-5번 사이의 확장 훈련을 하는 연습곡이다.

<악보 24> Moszkowski 15 Etudes de Virtuosite Op. 72, N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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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주 레퍼토리 분석을 통한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

들을 위한 연습 전략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은 레퍼토리에서 손을 많이 벌려야 하는 선율이

나 반주 패턴, 또한 연속되어 옥타브나 코드 등이 나올 때, 큰 손을 가진

연주자보다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종종 난관에 봉착하게 되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연습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앞의 장에서는 손의 스트레

칭 훈련, 연습곡의 일정한 패턴과 동일한 음형의 효과로, 작은 손의 연주자

들이나 학생들이 본래 타고난 손의 크기보다 손을 확장시키는 물리적 혹은

기능적 훈련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번 장에서는 실제 곡 안에서 이루어지

는 다양한 음악적 상황에 분석적이고 보다 통찰력 있게 대처하고, 손이 작

은 피아노 연주자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되

는지, 음악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각 예시곡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저자가 2013년 제 5회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에서 실시하였던 설문조사에

서, 피아노 연주 시 언제 손이 작다고 생각되는가에 대한 문항에 가장 많

은 응답이 나온 경우는 손이 많이 벌어지는 특정 화음을 칠 때였고, 이어

옥타브 이상 벌어지는 두 음정을 칠 때, 옥타브 음정 또는 화음을 연결하

여 레가토로 쳐야 할 때, 한 손 내에서 한 성부는 지속하여 누르고 있고,

나머지 성부는 움직이는 진행을 칠 때, 옥타브나 화음을 누르는 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연속되는 여러 개의 옥타브 음정을 빠른 속도로 칠

때 등의 순서였다.(본 논문 4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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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은 손의 연주자들이 연주 시 어려

움을 느끼는 항목들을 다음의 카테고리로 정리하고 세분화하였다. 설문 문

항에서 옥타브 부분과 코드 부분을 따로 묶고, 옥타브 부분의 ‘연속되는 여

러 개의 옥타브 음정을 빠른 속도로 칠 때’를 ‘순차적으로 상행 혹은 하행

하는 옥타브 음계’와 ‘도약하는 연속적 옥타브 진행’으로 세분하였다. 코드

부분도 옥타브 부분과 같이 세분하고, ‘손이 많이 벌어지는 특정 화음을 칠

때’와 ‘옥타브 이상 벌어지는 두 음정을 칠 때’를 묶어서 ‘손이 닿기 힘든

음정이나 코드 연주’로 분류하였다. 설문 문항의 ‘아르페지오, 분산화음을

칠 때’는 ‘넒은 음역의 펼침화음’으로, ‘한 손 내에서 한 성부는 지속하여

누르고 있고, 나머지 성부는 움직이는 진행을 칠 때’는 ‘한 손 안에 두 개

이상의 성부가 있는 경우’로, ‘옥타브나 화음을 누르는 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포르테 내기’로 카테고리 명을 정하였다. 설문 문항에 없었던

‘도약이 큰 단선율 진행’의 카테고리를 따로 추가하였다.

1) 연속되어 나오는 옥타브 진행

(1) 옥타브가 슬러로 연결된 선율

(2) 순차적으로 상행 혹은 하행하는 옥타브 음계

(3) 도약하는 연속적 옥타브 진행

2) 연속적인 코드 진행

(1) 슬러가 있는 코드 진행

(2) 순차적으로 상행 혹은 하행하는 코드가 있는 진행

(3) 도약하는 연속적 코드 진행

(4) 손이 닿기 힘든 음정이나 코드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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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넓은 음역의 펼침 화음

4) 도약이 큰 단선율 진행

5) 한 손 안에 두 개 이상의 성부가 있는 경우

6) 포르테 내기

각 항목에 수록되는 예시곡들의 선정 기준은, 1750년경부터 1850년경까

지 사용했던 피아노 건반의 폭이 현대의 피아노보다 좁아 옥타브나 코드

치기가 더 수월했고(본 논문 24-25쪽 참조), 또한 베토벤의 작품부터 낭만

시대의 작품들이 레퍼토리 특성상 손의 확장이 많이 필요한 곡들이 작곡되

었으므로, 그 시대의 작품들을 다수 선정하였고 20세기 작품들도 일부 포

함하였다. 선정된 예시곡들은 피아노 문헌에서 보편적으로 선택, 연주되는

곡 중 선택하여 하나의 예시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손의 확장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여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의 레퍼토리로 적절하지 않은 곡들

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위의

각 상황별 카테고리에 맞는 예시곡을 선정하여 거기에 맞는 연습 방법과

음악적인 해결책에 대해 연구하고, 선정된 예시곡들과 유사한 상황에도 응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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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속되어 나오는 옥타브 진행

작은 손을 가진 피아노 연주자들은 옥타브나 넓은 코드가 연속적으로 나

오거나 빠르게 나오는 진행에서 큰 손을 가진 연주자들보다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가트는 옥타브를 훌륭하게 연주하기 위하여 큰 손이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손이 작은 피아니스트는, 보다 철저하

게 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하였다.88)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은 옥타브를 연주할 때 손목, 팔, 어깨의 움직임을 큰 손을 가진

연주자들보다 더욱 세심히 살피면서 연주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손이나

팔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핑거링이나 연주 방법을 택해야 하고, 연습 시

에도 손이나 팔에 과도한 긴장이나 피로감이 있지 않은지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옥타브 등이 많이 나와 작은 손에 다소 불리한 부분

이더라도 옥타브 자체를 치는 것에만 얽매이지 않고 항상 소리를 상상하면

서, 그 프레이즈에서 요구하는 음색과 음악적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

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옥타브가 슬러로 연결된 선율

주요 선율인 옥타브가 슬러로 연결되어 있고 오른손 선율에서 연주할 경

우, 연속되어 나오는 옥타브를 4번과 1번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다음의 <악보 25>에서는 C♯ 옥타브가 나올 때마다 4번과 1번으로

88) Gat, 『피아노 연주의 테크닉』,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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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한다. 5번과 1번 이외에 4번과 1번(혹은 3번과 1번)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옥타브 선율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데 용이하지만, 손이 작은 연주자들

의 경우 만약 4번과 1번 혹은 3번과 1번을 사용한 옥타브가 편하지 않을 때

에는 전체 옥타브를 5번과 1번으로 사용하고 페달 사용을 신경 써서 연주하

는 것이 낫다. 옥타브를 연주할 때 3번과 1번, 4번과 1번을 사용하여 과도

하게 시도할 경우, 근육에 손상을 주어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악보 25> F. Chopin Ballade No. 1, 마디 110-111

나오타카 사카이는 작은 손을 가진 피아니스트들은 큰 손을 가진 피아니

스트들보다 옥타브나 코드를 연주할 경우 더 많은 각도로 벌어져 연주해야

하기 때문에 부상을 더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89) 저자

89) Naotaka Sakai and Michael C. Liu, "Hand span and digital motion on the

Keyboard: Concerns of overuse syndrome in musicians," The Orthopedic

Biomechanics Laboratory(2006), 83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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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13년의 연구에서도 손이 작은 그룹의 피아니스트들이 손이 큰 그룹의

피아니스트들보다 신체 부상의 경험이 10.9 %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90)

따라서 작은 손을 가진 피아니스트들은 큰 손을 가진 피아니스트들보다 구

조적으로 손을 더 많이 벌려야만 하기 때문에 더욱 연습할 때에 입을 수

있는 부상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번스타인은 자신의 저서 『자기발견의 향한 피아노 연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91)

‘손가락 레가토’에서 해방하여 손을 자유롭게 만든 후, 다이내믹의 윤곽

을 따라 음 하나하나를 잘 조절한다면 진정한 레가토의 효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손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손으로 소리들을 연결

시키지 말고 페달로 연결시키라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옥타브 악구들은

빠르거나 느리거나 간에 1번과 5번 손가락만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여기

에 페달을 적절히 첨가하면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

이는 손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연주자들이 참고해야 할 조언이기는 하

나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은 특히 손가락만으로 물리적으로 연결하여 하

려고 하는 것보다 페달로 연결하여 손을 더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좋은

톤의 음색을 만들고, 특히 옥타브음 중 윗음의 소리를 세심히 들으면서 음

들을 조절하며 청각적이며 음악적인 면을 더 생각하려는 것이 중요하다.

90) 본 논문 57쪽 참조.

91) Seymour Bernstein,『자기발견을 향한 피아노 연습』, 백낙정 번역 (서울: 음악춘

추사, 1999)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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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나오는 <악보 26> R. Schumann의 Abegg Variation Op. 1의 마

디 1-8도 오른손에 연속되어 나오는 옥타브가 주선율로 이루어져 있다. 이

렇게 오른손에서 옥타브로 주선율을 연주할 때에 옥타브를 구성하는 두 음

을 같은 무게를 두고 치지 않고, 멜로디 라인을 더 살리도록 옥타브 중 위

의 음에 더 무게감을 두고 연주하며, 윗 음이 잘 연결되고 있는지를 잘 들

으며 연주한다. 옥타브 중 아래의 음은 더 여리게 연주하여 그만큼 무게를

덜 두고 연주하며, 아래의 엄지손가락에는 힘을 뺀 상태에서 치도록 한다.

또한 멜로디 라인을 아름답게 살리기 위해서 아래의 슈만의 예시곡은 옥타

브가 상행할 때는 몸의 무게를 실으면서 크레셴도하여 정점에 있는 음을

테누토하여 깊게 누르고 팔의 힘을 빼면서 하행하는 옥타브를 연주한다.

<악보 26> R. Schmann의 Abegg Variation Op. 1, 마디 1-8

이렇게 옥타브나 코드 진행을 연주할 때, 음의 구성요소나 선율선의 진

행상에서 중요한 음과 덜 중요한 음을 구분하여, 모든 음들을 동일한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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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주하지 않도록 한다.92) 이때 옥타브의 선율 라인을 드러내는 청각적

인 이미지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소리에 더

욱 집중하게 된다.93) 이러한 방안들은 손과 팔의 부상을 예방하게 하고, 팔

의 피로감을 덜어주며, 음악적인 흐름을 위해서도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이

것은 모든 연주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

은 옥타브나 코드를 큰 손을 가진 연주자들보다 손을 더 벌려 연주해야 하

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더 역점을 두고 연습해야 근육의 피로감이나 손상

을 피할 수 있다.

옥타브나 화음을 연주할 때 작은 손을 가진 피아니스트들은 5번과 1번

손가락을 모두 쭉 뻗은 상태로 연주하기 쉬운데, 그렇게 연주하게 되면 특

히 옥타브의 위의 음의 소리가 선명하게 나지 않게 된다. 가트는 5번 손가

락의 경우 화음과 옥타브의 연주에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그 손가락의 측

면으로 타건해야 한다고 하였다.94) 따라서 오른손으로 옥타브를 연주할 때

가능한 한, 손가락을 뻗은 상태에서 치지 말고 5번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그 손가락의 측면으로 연주해야 좋은 음색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왼

손으로 옥타브 선율을 연주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데, 왼손의 1번과

5번 손가락을 쭉 뻗은 상태에서 치는 것이 아니라 옥타브 위의 음을 치게

되는 1번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그 손가락의 측면으로 연주하도

록 한다. 이러한 왼손에 대한 예는 다음의 예시곡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92) Deal L., Wristen B., "Strategies for small-handed pianists," 4.

93) 김순배, “테크닉 향상을 위한 훈련-스케일, 아르페지오, 옥타브 테크닉,” 『인터내

셔날 피아노』126/8 (2013), 63.

94) Gat, 『피아노 연주의 테크닉』,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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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F. Chopin Ballade No. 2, 마디 46-51

Chopin Ballade No. 2의 도입의 A부분에 이은 B부분의 시작인 마디 46

은 오른손 선율은 하행하고 왼손에서 5도-5도-2도의 상행하는 옥타브로

되어 있고, 마디 51-52는 5도, 3도, 2도로 이루어진 옥타브로 되어 있다.

<악보 27>의 마디 46과 마디 50-51의 왼손에서처럼 옥타브로 된 선율을

연주할 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옥타브의 위의 음을 치게 되는 왼손

의 1번 손가락을 쭉 뻗은 상태가 아니라 약간 구부려 그 손가락의 측면으

로 연주하도록 한다. 손이 작다고 해서 쭉 뻗은 상태에서 치게 되면 선명

하지 않은 음색이 나게 되기 때문이다.

마이어는 작은 손을 가진 학생들이 옥타브를 자신 있고 힘 있게 연주하

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엄지손가락 만으로 옥타브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95) <악보 27>에서도 왼손 옥타브 선율 연습을 할 때, 옥타브를 치

95) Tretip Kamolsiri, "Even a Small Star Shines in the Darkness: Over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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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처럼 손을 벌린 상태에서 1번 손가락만 이동하는 연습을 먼저 하면

옥타브 위의 음을 손가락의 정확한 측면 지점으로 치는 연습과 함께 음을

이동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그 후 5번 손가락을 붙여서 연습하면 옥타브

이동 연습이 더 용이해진다. 이 때 손가락으로 이동하는 개념이 아니라 팔

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음이 진행하는 방향인 상행하는 쪽으로 팔이 향하

는 방향도 약간 기울여 진행하도록 한다. 옥타브 진행의 정확성을 위해 천

천히 연습할 때에도 팔로 이동하여 다음 옥타브 음으로 진행하는 훈련을

하도록 한다. 몸의 자세 또한 상체를 똑바로 바른 자세로 하고, 건반에서

소리를 내는 것을 몸통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도약하는 옥타브를 연주

하도록 한다. 작은 손을 가진 피아니스트들은 연습과 연주 시 이러한 점들

을 더욱 유의하여야 옥타브 연주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디 50-51의 왼손에서와 같이 2도, 3도, 5도 등 여러 음정으로 이루어

진 옥타브 선율을 연주할 때 또 하나의 연습 방법은 옥타브 음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잘 치려고 하지 말고 쉽게 갈 수 있는 진행을 뽑아서 차례로

연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디 50-51의 왼손에서는 2도 진행인 B-A 옥

타브, D-C 옥타브, F-E 옥타브를 먼저 연습하고, 5도 진행인 A-E 옥타브

연습, 3도 진행인 E-G# 옥타브와 증 2도 진행인 C-D# 옥타브 연습을 따

로 한다. (악보 28 참조)

Challenges Faced by Pianists with Small Hands," 재인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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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 F. Chopin Ballade No. 2, 마디 50-51의 왼손 옥타브 연습 방법

2도 진행 연습

5도 진행 연습

3도 진행, 증 2도 진행 연습

위와 같이 각 음정들을 뽑아서 따로 반복하여 연습한 후에, 옥타브 패시

지 처음의 A-E 옥타브부터 하나씩 옥타브 음을 덧붙여 점차 긴 패시지로

가서 전체 패시지를 완성하여 연습한다. 이는 긴 단위의 옥타브 패시지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심리적, 신체적 부담감을 완화하여 긴장의 분산

을 도모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상행하는 옥타브에서 항상 지향점 혹은 초점(focal point)96)을 설정

96) 맥스 캠프는 그의 저서 『피아노 연주법』(Developing Piano Performance)에서

프레이즈의 초점은 화성 진행, 리듬의 지속, 선율의 불협화음, 선율선, 리듬의 배치

혹은 이들 모두가 결합한 결과라고 하였다. Max W. Camp, 『피아노 연주법』, 안

미자 번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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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음을 향해서 도약하여 진행할 때 선율 라인을 잘 드러낼 수 있다.

<악보 27>의 마디 46과 48의 왼손에서는 C 옥타브, 마디 50-51의 왼손에

서는 마디 51의 F 옥타브가 그 패시지의 지향점(악보 27에 표시)이 되는

데, 이 지향점이 되는 옥타브를 향해서 음들이 진행하고, 몸과 팔도 함께

진행하여, 지향점이 되는 옥타브 음에서 테누토하여 가장 깊은 소리가 나

도록 한다. 연속되는 옥타브 진행에 있어서 다 같은 무게의 옥타브로 만들

어 치는 것이 아니라 그 패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음을 설정하고, 그 음을

향해 방향성 있게 연주하는 것이 팔의 긴장감도 덜어줄 뿐 아니라, 음악적

으로 라인을 잘 살릴 수 있게 한다. 이는 음악적 사고가 신체적 긴장감을

최소화시켜주는 한 예가 된다.

<악보 29> F. Chopin Ballade No. 4, 마디 68-70



- 118 -

<악보 29>의 마디 68-70에는 왼손에 연속적인 빠른 옥타브 진행이 나오

는데, <악보 27> Chopin Ballade No. 2의 마디 46과 마디 50-51의 왼손

진행과 같이 왼손 옥타브가 슬러로 연결되어 있는 진행이다. 이 부분 역시

왼손을 옥타브를 치는 손모양으로 벌린 상태에서 1번 손가락으로만 진행을

천천히 연습한다. 이 때 1번 손가락 한 음 한음을 테누토 하면서 누르며,

진행하고, 음을 친 다음에는 반드시 손과 팔에 힘이 빠졌는지를 확인하며

연습한다.

마디 68-70의 왼손은 빠른 옥타브 진행이지만, 슬러로 연결되어 있기 때

문에 슬러 안에서는 하나의 몸의 동작 안에서 음들을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앞팔로 이동하며 연주한다. 가트는 옥타브 진행의 템포가 빨라질수록 손목

의 움직임은 적어지고 앞팔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은 커진다고 하였

다.97) 작은 손의 연주자들은 특히 손가락으로 옥타브 음들을 쳐내야 한다

는 생각에만 얽매이지 않도록 하며, 항상 몸통에서부터 모든 동작이 시작

되고 빠른 패시지일수록 앞팔의 동작으로 이끌고 나가도록 훈련해야 한다.

다음의 <악보 30> Chopin Prelude Op.28, No. 22는 Molto Agitato의 격

정적인 음악적 표현을 주선율인 왼손 옥타브가 곡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곡이다. 이 곡은 왼손 옥타브가 주선율이고 포르테로 연주해야 하는 만큼

팔의 사용을 많이 해야 한다. 손가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중심 자세를

바로 잡은 몸과 팔의 무게를 사용하여 이동하면서 왼손 옥타브를 진행해

나가도록 한다.

97) Gat, 『피아노 연주의 테크닉』,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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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F. Chopin Prelude Op.28, No. 22, 마디 1-15

<악보 30>는 마디 1부터 마디 12까지 각 마디의 첫 음이 길게 지속하는

옥타브 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각 마디의 첫 음을 테누토 하면서 팔의 무

게를 준 후에 반드시 손목의 힘을 풀어 주고, 다음 음을 치기 전에 동작을

분리하여 팔의 피로감을 덜 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 팔의 긴장감과 피로감

을 덜어준 뿐 아니라,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이나 작거나 약한 몸의 구

조를 가진 연주자들도 더 음색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악보 30>의 왼손 옥타브 선율 역시 옥타브를 치는 자세로 손을 벌

린 채로 따로 왼손 1번 손가락만 선율 연습을 하면 팔의 이동을 보다 수월

하게 할 수 있고 선율을 잘 드러나게 연주할 수 있다. 양손으로 연주할 때

에는 반드시 왼손 옥타브 선율이 레가토로 잘 연결되고 있는지를 체크하

며, 흐름을 잘 듣고 연주하여 프레이즈를 잘 끌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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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행 혹은 하행하는 옥타브 음계

<악보 31> Chopin Prelude Op.28, No. 22, 마디 16-19

위의 <악보 31>의 마디 16과 마디 17에는 연속적인 빠른 옥타브 하행 음

계가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에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에게 앞팔의 무게를

사용하면서 손목에 힘을 뺀 채로 손목의 반동을 이용하는 동작(rebound

motion)으로 연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 동작으로 연주하게 되면

손목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손이 마치 공을 리바운드 하듯이 움직이게

된다.98)

또한 이 옥타브 음계의 마지막 음인 D♭옥타브 음은 그 마디의 첫 박이

기도 한데, 이 D♭옥타브와 다음 옥타브와는 8도라는 도약이 있기 때문에,

연주 시 그 마디의 첫 박이라고 생각하는 것 보다 옥타브 음계의 마지막

음이자 도착점으로 인식하고 치는 것이 좋다.

다음의 <악보 32>의 Beethoven Sonata Op. 2, No. 3의 4악장 마디 77

부터에는 왼손 상행 옥타브 음계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왼손 옥타브 음계

진행시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은 1번 손가락을 쭉 펴고 연주하기 쉬운

98) Deal L., Wristen B., "Strategies for small-handed pianist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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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약간 구부려 측면으로 연주하고, 상행하는 옥타브 음계 진행 할 때 1번

손가락 중심으로 이동한다. 이 곡에서는 옥타브 음계의 시작에서부터 f로

시작하므로 깊고 강하게 시작하여, 옥타브 음계를 하나의 팔 동작과 흐름

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실제 음계의 시작음인 마디 77의 B 옥타

브 음까지 깊고 강하게 시작하고 나머지 음들은 음을 하나하나 친다는 개

념이 아니라, 앞팔을 이용한 리바운드 모션을 통하여 나머지 힘으로 진행

한다는 생각으로 연주한다. 옥타브 음을 하나하나 치는 동작으로 하면 팔

이 쉽게 피로해지고, 무거운 터치로 연주하게 된다.

<악보 32> Beethoven Sonata Op. 2, No. 3, 4악장, 마디 77-86

다음의 <악보 33> Liszt Trois Etudes de Concert No. 2, La Leggierezza,

마디 68과 69에는 상행하는 네 개의 연속적인 옥타브 음계가 연달아 나오

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네 개의 옥타브가 각각 3도로 하행하면서 다시

옥타브 음계가 시작되어 진행하고 점차 크레셴도 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

하기 때문에, 앞팔과 윗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고, 손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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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뺀 상태에서 팔의 지지대의 역할로써 진행하도록 한다. 엄지 손가락

을 중심으로 앞팔과 윗팔 전체를 사용하여 약간 밀듯이 크레셴도로 진행하

고, 3도 아래에서 옥타브 음계가 다시 시작할 때는 음량을 줄이고 팔에도 힘

을 뺀 상태로 다시 상행하면서 더 큰 음량으로 크레셴도한다. 이와 같이 옥

타브 진행시 손가락으로 이동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팔을 사용하여 이동하

고, 더욱 곡의 흐름과 팔의 움직임을 잘 살펴 팔의 힘을 어느 곳에서 빼고

다시 진행할 것인지를 계획하여 철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악보 33> Liszt Trois Etudes de Concert No.2 La Leggierezza, 마디

68-69

다음의 <악보 34> Mussorgsky Pictures at an Exhibition No. 10 마디

47부터 63까지도 양손에 번갈아 옥타브 음계를 포함한 패턴이 연속하여 나

오고 있다. 먼저 손목의 반동을 이용하는 동작(rebound motion)으로 네 마

디의 오른손 옥타브 음계를 연주하고, 단선율의 한 마디에서 반드시 팔 근



- 123 -

육의 긴장감을 풀어주도록 한 후, 다음의 오른손 옥타브 음계로 진행하도

록 한다. 이 때 옥타브 음계가 나오는 반대쪽의 손에서는 주제 선율이 나

오고 있어 잘 경청하여 들으며 이 주제 선율에 더 무게를 두고 연주해야

하며, 연결 페달로 페달 사용을 충분히 하여서 풍부한 선율 표현과 옥타브

진행에 도움을 받도록 한다. 이렇게 연속적인 옥타브 진행에 부담을 가지

고 얽매이기 보다는 음악적인 진행에 비중을 두고 연주하는 것이 이러한

부분을 처리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악보 34> Mussorgsy Pictures at an Exhibition No. 10 마디 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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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약하는 음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옥타브 진행

앞서 슬러로 연결되어 옥타브를 부드럽게 연주하는 선율과 상행 혹은 하

행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옥타브 음계로 되어 있는 진행을 살펴보았고,

이제 순차적인 진행이 아닌 도약하는 음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빠른 속

도로 연속적인 옥타브 진행으로 되어 있는 예시곡을 통해 작은 손을 위한

연주자들을 위한 연습 방법과 교수 전략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옥타브 진행 중에서 도약하는 음정이 있는 옥타브 진행은 손이 작은 연

주자들에게 더욱 정확성과 철저한 연습을 필요로 한다. 다음의 <악보 35>

Beethoven Sonata Op. 27, No. 1의 마디 60부터 마디 79까지는 2도∼5도

음정으로 이루어진 연속적인 옥타브가 20 마디 동안 지속된다. 이 20 마디

동안 지속되는 옥타브 진행은 두 군데의 두 음 슬러를 제외하고 모두 스타

카토의 아티큘레이션으로 되어 있고, 빠른 템포로 진행하여 매우 생동감

있으면서 민첩하게 연주해야 하는 단락이다. 마디 20의 다소 긴 단락 동안

옥타브 진행이 계속되지만, 선율선의 진행에 따라 패턴을 나누어 연습하고

(악보 35 참조), 전체적으로 빠르게 연주할 때도 이 패턴을 귀로 들으며 연

주하도록 한다. 긴 패시지도 이렇게 나누어 귀로 들으면서 진행하면, 심리

적인 부담도 줄이고 선율 진행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또한 빠른 옥타브 진행이므로 손목의 반동과 앞팔을 사용하면서, 위팔은

앞팔을 도와 음정 도약의 이동을 용이하게 진행하게 한다. 이 때 앞팔은 움

직이지 않고, 손만 지나치게 많이 움직이면 근육에 무리가 생기게 되므로 주

의하도록 한다.99) sf가 있는 옥타브에서는 몸에서부터 순간적인 힘을 쏟아

99) Sandor, 『온 피아노 플레잉』,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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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음량을 내되, 다음의 음들을 나머지 힘으로 친다는 생각으로 연주한다.

<악보 35> Beethoven Sonata Op. 27, No. 1의 4악장 마디 60-79

산도르는 위와 같은 스타카토 연주와 몸과의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공

을 던지는 운동선수를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100)

100) Sandor, 위의 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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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떻게 든든한 근육들을 작동시키고 또 서로 협동하게 하느냐를

배워서 스타카토 던짐 동작을 몸 자체에서부터 끌어내야 한다. 공을 던져야

하는 운동선수 중 아무도 공을 팔목만으로 던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투구

의 손은 앞팔에 의해 던져지고, 앞팔은 위팔에 의해 던져지고, 위팔은 몸

전체의 강한 휘둘림에 의해 작동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극도의 근육 협동/

조정 능력과 효율성을 요구한다. 피아노 연주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근육 협

동/조정 작용을 통해 아주 편안하게 손가락을 건반에 향해 던지는 것이다.

우리 손은 앞팔에 의해 던져지고, 앞팔은 위팔에 의해 던져지고, 위팔은 몸

통의 강력한 근육들이 던져 준다(몸을 휘두르지는 말 것!). 가장 크고 빠른

스타카토를 연주할 때는 건반에서의 되튀어오름을 작용을 이용할 수 있다.

산도르는 스타카토 연주를 할 때 동작을 몸에서부터 끌어내어 위팔과 앞

팔, 손까지의 근육의 협동/조정 능력과 효율성을 키워야 함을 강조하며, 이

때 몸을 휘두르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 몸통에서부터 중심을 잡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 <악보 35>의 마디 60부터 79

까지의 단락도 몸에서부터 연속적인 스타카토 옥타브 진행이 시작되도록

하되, 몸의 중심이 쏠리거나 흔들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빠르고

신속한 진행이기 때문에 산도르의 설명에서처럼 건반에서 되튀어오르는 탄

력성을 이용하여 연주한다. 또한 위팔과 앞팔, 손과의 근육 협동/조정 작용

을 통해 옥타브를 스타카토로 치되, 특히 이 <악보 35>와 같은 곡에서는

손가락 끝으로 무겁지 않은, 얇은 스타카토로 연주하는 것이 음악적으로도

필요하고 팔의 근육이 덜 긴장되게 한다.

산도르는 또한 ‘스타카토 동작에서 옥타브 진행이건, 보통의 스타카토이

건, 빠르고 큰 음량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목표는 이완(relaxati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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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상의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하였는데,101) 이

는 빠르고 큰 음량으로 이루어진, 긴 단락을 소화해야 할 때 위의 옥타브

스타카토와 몸의 상관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이 특

히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긴 단락 동안 에너지의 분배를 효율적으로 하여

에너지가 미리 소진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여야 한다. 이 때

긴 단락을 기계적으로 옥타브 진행을 치는 것 보다, 위에서 언급한 작은

단위로 나누어 내청으로 들으며 연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음의 <악보 36> Bartok Two Rumanian Dances No. 1, 마디 97-107

의 옥타브 진행의 경우는 상행이거나 하행의 한 방향이 아니므로, 패턴을

먼저 읽고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마디 97의 경우, 위의 악보에서 표

시한 것과 같이 진행 패턴을 두 개로 나누어 각 패턴 별로 따로 연습한다.

101) Sandor, 위의 글,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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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 B. Bartok Two Rumanian Dances No. 1, 마디 97-107

패턴 a는 오른손 첫 코드를 자연낙하(free fall)102) 테크닉을 사용하여 떨

어뜨려 연주하고, 패턴 a의 나머지 옥타브 음들은 앞팔을 사용하여 첫 코

드를 친 반동에 의한 나머지 힘으로 진행한다. 패턴 b도 하행하는 연속적

인 세 개의 빠른 옥타브 진행을 한 번의 팔 동작으로, 리바운드 모션을 사

용하여 진행한다. 즉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빠

르고 다양한 음높이로 이루어져 있는 옥타브 패턴은 각 패턴을 구성하고

있는 음들을 각각의 음으로 간주하지 않고 각 패턴별로 하나의 묶음으로

102) 산도르가 제시한 자연낙하 기법은 중력에 의하여 팔, 손, 손가락을 모두 동시에

떨어뜨리는 기법을 말한다. Sandor, 위의 글,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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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서 한 번의 힘으로 진행하면, 손과 팔에 무리가 덜 가고 그만큼 심

리적인 부담감도 줄일 수 있다. 비교적 긴 단락을 옥타브로 계속 연주해야

하므로, 미리 에너지를 다 쏟지 않도록 패턴별 진행을 염두에 두고 연습하

고 연주 시에도 무리 없이 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악보 36>는 루마

니아의 민속 춤곡을 차용한 곡이므로, 옥타브의 빠른 움직임 자체에 얽매

여 연주하기 보다는 민속 리듬과 선율의 흥겨움을 살려 연주하는 것이 옥

타브의 연주에도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다음의 <악보 37>의 Bartok Two Rumanian Dances No. 2의 마디

118-120은 양손 크레셴도의 빠른 옥타브 진행인데, 항상 몸의 중심 자세를

바로 잡고 몸통에서부터 시작하여 음들을 만들어 연주한다는 생각으로 연

습한다. 또한 2도∼4도의 도약하는 음정으로 되어 있는 옥타브의 정확한

진행을 위해 이 부분도 역시 패턴을 나누어 연습한다. 각 패턴의 액센트가

붙은 마지막 옥타브 음에 몸의 힘을 사용하여 친 후, 다시 팔의 힘을 빼는

것을 확인하는 연습을 반복하고, 다음의 패턴도 마찬가지로 연습한다. 따라

서 액센트가 붙은 옥타브 음을 제외한 옥타브 음들에는 불필요한 힘을 한

음 한 음 쏟지 않도록 하며, 크레셴도 하면서 몸의 무게를 더 실어 연주한

다.



- 130 -

<악보 37> Bartok Two Rumanian Dances No. 2, 마디 118-120

2) 연속적인 코드103) 진행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은 옥타브는 물론 연속적인 코드 진행이 나올 때

손을 많이 벌려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 그로 인해 손과 팔이

경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연속적인 코드가 진행되는 부분에서도

항상 몸과 팔의 긴장이 이완된 상태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손과 팔, 몸의

움직임에 대해 연구하고 더욱 철저히 준비를 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앞서 옥타브 패시지를 논의할 때에도 언급되었지만 먼저 코드를 연주할

때에도,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은 특히 손가락을 쭉 뻗어 연주하기 쉬운

데, 1번과 5번 손가락을 포함한 다섯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항상 단단한

손 모양을 유지하여 연주하도록 해야 한다. 옥타브 진행에서 언급한 것과

103) 여기서의 코드는 외성은 옥타브로 되어 있고, 내성이 있는 코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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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손이 작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코드 연주할 때에도 1번과 5번 손가

락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그 손가락의 측면으로 연주한다.104)

(1) 슬러가 있는 코드 진행

다음의 <악보 38>의 Chopin Ballade No. 2의 마디 63에서부터 마디 70

까지는 마디 69의 두 번째 코드를 지향점으로 상행하는 한 프레이즈 단락

으로, 지향점인 마디 69의 두 번째 코드를 비롯해 점 4분음표로 되어 있는

코드는 윗팔을 사용하여 깊게 울려준다. 이와 같이 빠른 박이 아닌 긴 코

드에 울림을 주기 위해서는 윗팔을 사용하고, 마디 70과 같이 진행하는 연

속적인 코드는 앞팔과 손목을 사용하여 이동한다.105)

<악보 38>의 마디 70과 같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코드는 손목의 반동을

이용한 동작과 앞팔을 사용해 이동한다. 코드는 옥타브보다 각 손가락이

벌려져 연주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먼저 코드 중 내성 음을 뺀 옥타브 음

으로 진행해서 연습하고, 또한 천천히 연습하면서 포지션을 익힌다. 이 때

윗 음을 5번 손가락의 측면으로 연주하면서, 코드의 구성음을 모두 동일한

볼륨으로 치지 말고 반드시 윗 음의 소리가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지 잘 들

으며 연주한다. 마디 70의 연속적인 코드에는 슬러가 표기되어 있지만, 각

코드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팔에 무게감을 주면서 이동하

고 페달을 사용하여 연주한다.

104) 본 논문 112쪽 참조.

105) Gat, 『피아노 연주의 테크닉』,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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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 Chopin Ballade No. 2, 마디 63-70

(2) 순차적으로 상행 혹은 하행하는 코드가 있는 진행

다음의 <악보 39> Liszt Grandes Etude de Paganini No. 6의 Var. 6에

는 오른손에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연속적인 코드가 나오고 있는데, 위의

음은 악보상과 핑거링은 다르더라도 다른 손가락으로 바꾸지 말고 항상 5

번 손가락으로 연주하여, 5번-3번-1번의 손가락으로 연주한다. 이 <악보

39>와 같이 빠른 연속적인 코드는 손목의 반동과 앞팔을 사용하여 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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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 때 손과 팔이 마치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는 것과 같이, 앞팔로 진

행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106)

<악보 39> Liszt Grandes Etude de Paganini No. 6 Var. 6

가트는 이러한 코드를 연주할 때 건반에 닿는 손끝을 가지런히 하는 데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할 경우만이 가장 적은 에너지

의 소비로 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명시하였다.107) 이렇게 가지런하고

단단한 손모양을 유지해야 움직임의 폭을 최소화하고 적은 에너지를 소비

하면서, 단단하고 명쾌한 소리로 연속적인 코드를 연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때 흐트러지거나 펴져 있는 손모양이 아니라, 항상 1번과 5번

을 약간 구부려 치고 다른 손가락들도 아치 형태로 단단한 손모양을 유지

하면서 치도록 한다.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은 많이 벌려지는 코드를 칠

106) Gat, 『피아노 연주의 테크닉』, 170.

107) Gat, 위의 글, 171.



- 134 -

때 큰 손을 가진 연주자들보다 손을 쭉 펴서 치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

에, 항상 단단한 손모양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악보 39>에서 점4분음표와 같이 비교적 긴 된 코드는 윗팔을 이용하여

깊게 울려준 후, 팔의 힘을 뺀 상태에서 다음의 코드로 진행하여 하행하거

나 상행하도록 하며, 마디 125와 마디 127에서 양손이 반진행할 때, 몸의

중심을 잘 잡고 앞팔을 사용하여 이동하면서, 미는 듯이 점차 크레셴도 하

도록 한다.

다음의 <악보 40>의 Schmann Symphonic Etude, Etude Ⅸ, 마디 33-38

에는 스타카토로 된 연속적 코드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오른손은 코드,

왼손은 옥타브 진행으로, 양손 모두 스타카토의 아티큘레이션으로 되어 있

어 앞팔을 사용하는 리바운드 모션으로 진행하되, 항상 윗 음이 가장 선명

하게 들리도록 오른손 5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습하도록 한다.

<악보 40> Schmann Symphonic Etude, Etude Ⅸ, 마디 33-38

이 <악보 40>에는 꽉 찬 코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트는 풀 코드를

연습할 때, 손의 형태를 고정해서 하는 것보다 둘씩 음의 그룹을 나누어

연습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였다.108) 예를 들어 <악보 40>의 마디 33의

108) Gat, 위의 글,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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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화음인 E장조 Ⅰ화음, 즉 E음-G﹟음-B음-E음을 가트의 코드 연습

방법에 따라 해보면, E음-G﹟음의 3도 음정을 처음에 4회 연속으로 치고,

이어서 G﹟음-B음, 마지막으로 B음-E음을 각각 4회씩 타건하는 것이다. 이

때 곡에서 실제로 치게 되는 손가락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치도록 한다.

다음의 <악보 41>는 마디 33에 나오는 세 코드를 가트의 코드 연습 방법

으로 기보해 놓은 것이다.

<악보 41> 가트의 코드 연습 방법 (악보 40, 마디 33의 세 코드)

위의 방법으로 각 코드마다 반복 연습하여, 풀 코드의 소리를 꽉 차게

훈련하는 방법인데, 코드를 다 채워서 하는 실제 연주에서는 항상 가장 위

의 음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도록 연주하도록 한다. 작은 손을 가진 연주

자들은 풀 코드 소리를 꽉 차게 내는 연습을 하되, 속도를 내서 칠 때에는

코드의 윗 음의 소리를 놓치지 않고 가장 잘 나고 있는지, 더욱 세심히 들

으면서 신경 써서 연주해야 한다.

마디 33과 34, 마디 37과 38에는 8도 옥타브 내에 풀 코드가 진행되고,

마디 35와 36은 3도∼6도 내에 구성된 손이 비교적 많이 벌려지지 않은 코

드가 나오고 있어, 두 마디의 풀 코드 진행 후에는 반드시 팔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연주하고 그 다음 마디로 진행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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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악보 42> Liszt Etude d'execution transcendante No. 10, 마디

78부터 마디 85까지는 하나의 8분쉼표와 2도 음정 간격으로 상행 또는 하

행 진행하는 두 개의 코드를 묶어 하나의 셋잇단음표 단위로 하여, 8마디

동안 연속적으로 나오는 단락이다. 이 8마디 동안 저음부부터 시작하여 고

음부까지 점차 크레셴도로 하나의 프레이즈로 끌어나가야 하는데, 긴 프레

이즈를 크레셴도로 끌고 나갈 경우, 너무 크게 시작하여 미리 에너지가 손

실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8마디 동안의 다이내믹 조절을 계획하여

점차적으로 크레셴도 하도록 한다.

<악보 42> Liszt Etude d'execution transcendante No. 10, 마디 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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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악보 42>의 마디 80부터 풀 코드로 된 두 개의 묶음의 코드가 연

속적으로 나오는데, 먼저 내성을 뺀 옥타브로 먼저 쳐보면서 흐름을 귀로

들어보고, 외성인 옥타브를 단단히 연습한 후에 내성을 넣어 연습한다. 마

디 80의 세 번째 코드인 D-E-G♯-D와 같이 손이 많이 벌어지는 코드들

은 본 논문 138쪽의 <악보 41>에서 소개한 가트가 풀 코드 연습방법으로

제시한 코드의 구성음 중에 둘씩 따로 떼어 연습하고, 풀 코드를 함께 칠

때에는 윗 음이 가장 선명한 소리가 나도록 한다. 이 두 개의 묶음 코드들

이 빠른 템포로 연주해야 하기 때문에 손목과 앞팔을 사용하여 약간 터는

듯이 리바운드 모션으로 연주한다. 항상 몸과 팔과 손이 유기적으로 작동

하도록 연습하고 소리를 내야만이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도 이러한 연속

적이면서 강한 코드들을 곡의 성격에 맞게 연주해 낼 수 있다.

(3) 도약하는 음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속적 코드 진행

다음의 <악보 43> Rachmaninoff Etude-Tableau No. 5는 곡 전반에서

코드 진행이 많은 곡으로, 마디 53-58에는 각 코드가 2도∼6도로 도약하는

연속적인 코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molto marcato(한 음 한 음

매우 분명히)와 pesante(무겁게)로 명시되어 있어, 윗팔과 앞팔의 사용을

많이 하고 팔에 무게감을 주어 연주해야 한다.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은

이러한 단락을 연주할 때 부담감을 가지기 쉬운데, 이 곡은 셋잇단음표들

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먼저 세 개씩 묶여진 코드를 단위로, 셋잇단음표의

첫 음을 중심으로 하여 한 번의 팔 동작과 힘으로 진행하고, 이러한 팔 동

작이 익숙하게 되도록 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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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3> Rachmaninoff Etude-Tableau No. 5, 마디 53-56

<악보 43>의 마디 53을 보면 각 그룹의 두 번째 코드가 각각 2도-3도

-4도-5도로 진행하는데, 각각의 음정 도수로 이루어진 셋잇단음표를 따로

연습한 후, 다음의 셋잇단음표를 덧붙여 한 마디를 완성한다. 다음의 마디

도 같은 방법으로 연습하여, 각 마디를 덧붙여 진행한다. 작은 손이기 때문

에 음정 도약이 있을 때 더욱 철저히 연습해야 하는 반면에 팔의 근육에

손상이 가거나 무리하지 않게 휴식을 취하며 팔의 상태를 살펴가면서 연습

에 임해야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4) 손이 닿기 힘든 음정이나 코드 연주

손을 벌려 손이 닿기 힘든 음정이나 코드는 아르페지오로 굴려서 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코드의 구성음을 빼지 않고 다 연주하게 되는데,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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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치는 코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굴려서 치고, 페달을 사용

하여 코드의 구성음들이 동시에 울리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한다.

다음의 <악보 44> Schumann Fantasiestucke No. 4, 마디 13, 14에서는

10도로 벌어진 코드가 나오는데(악보 44에 표시), 손이 작은 연주자들에게

10도라는 음정은 손을 벌려서 닿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코드는 아르페

지오로 굴려서 치고 베이스에 있는 음이 그 박 동안 지속되도록 반드시 페

달을 베이스음과 동시에 눌러서 울려준다. 페달이 약간이라도 늦게 누르게

되면 코드의 베이스음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유의한다.

<악보 44> Schumann Fantasiestucke No. 4, 마디 13, 14

다음의 <악보 45> Schumann Fantasie, 마디 204-207에서도 외성이 10

도, 11도로 벌어지는 코드나 음정이 나오고 있는데, 손이 닿지 않는 코드는

역시 재빠르게 굴려서 연주한다.(악보 45에 표시) 이 마디 204-207은 베이

스음이 특히 한 마디 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코드를 굴려서 칠 때 첫

음으로 치게 되는 베이스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페달로 잘 울려 주어 한 마

디 동안 지속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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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Schumann Fantasie, 마디 204-207

레퍼토리에서 코드나 음정이 한 손으로 칠 때 손이 닿기에 불편하지만,

다른 손으로 도와줄 수 있어 음을 재분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손이 작

은 연주자들은 악보에서 손이 벌려 닿지 않을 때 음을 재분배하여 치면 풀

코드를 다 소리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연주자의 손에 따

라 적절히 활용한다.

<악보 46> Prokofieff Sonata No. 3, 마디 58-65

위의 <악보 46> Prokofieff Sonata No. 3의 마디 61, 64는 오른손 9도의

아래 음은 왼손으로, 마디 62 또한 왼손 10도의 윗 성부의 C음과 B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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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에 표기한 것과 같이 오른손 2번, 1번으로 연주한다. 이렇게 손이 많이

벌려서 쳐야 하는 부분은 손을 나누어 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

여, 음을 재분배하여 치도록 한다.

<악보 47> Beethoven Sonata, Op. 27, No. 1, 3악장, 마디 19-23

위의 <악보 47> Beethoven Sonata, Op. 27, No. 1, 3악장 마디 22-23의

오른손 파트에서는 옥타브 진행에 꾸밈음이 포함되어 있는데, 꾸밈음이 있

는 옥타브의 아래 음을 왼손으로 쳐서 재분배 하면 진행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마디 19의 오른손에 표시한 코드 중 A♭음과 G음을 동시

에 치기가 어렵고, 왼손 코드에도 A♭음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오른손의 A♭

음을 생략한다. 이와 같이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곡의 흐름과 진

행상 그 코드만 아르페지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코드에서 중복되어

나오는 음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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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8> Chopin Scherzo No. 3, 마디 6

위의 <악보 48> Chopin Scherzo No. 3, 마디 6에서도 왼손 코드 중 맨

위의 두 음을 1번으로 동시에 누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의 경우에는 어려우므로 맨 위의 음인 F♯음을 생략한다. (해당 코

드에서 F♯음은 중복되어 나오고 있음.)

3) 넓은 음역의 펼침 화음

피아노 곡 레퍼토리에서 비교적 손이 많이 벌어져야 하는 펼침 화음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은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이 많은 훈련을 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팔과 손목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진행에 있어 중심이

되는 음이나 지향점을 찾아서 펼침 화음의 흐름을 파악하여 입체적으로 살

리도록 연습해야 한다.

다음의 <악보 49> Chopin Ballade No. 3, 마디 136-143에서는 왼손에서

아르페지오 형태로 된 반주 패턴이 나오고 있다. 왼손 5번으로 치게 되는

펼침 화음의 각 첫 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먼저 각 베이스음을 도착음

으로도 설정하여 따로 연습해 본다. 쭉 연결해서 연주할 때에는 왼손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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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테누토로 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구성음들은 손과 팔에 힘을 뺀 나머지

힘으로만 진행한다. 펼침 화음의 각 음정이 3도∼7도로 비교적 많이 벌어

지므로 반드시 앞팔과 손목의 회전동작, 즉 계속적인 로테이션(rotation) 동

작으로 연주한다.

<악보 49> Chopin Ballade No. 3, 마디 136-143

본 논문 20쪽과 21쪽에서 인용한 샌도르의 특정 손가락과 근육의 연결

포지션의 그림과 설명을 보면, 건반을 치는 손가락과 앞팔과의 근육을 일

직선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각 손가락을 잘 움직이게 한다109)고 하였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손가락을 위해 손목과 앞팔을 수평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수평적인 움직임이 로테이션의 동작이 되는

데, 이 로테이션 동작을 할 때는 윗팔을 몸 쪽에 붙이지 않고 약간 떼어서

109) Sandor, 『온 피아노 플레잉』,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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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하는 것이 앞팔 안쪽의 근육인 굽힘근(굴근)에 긴장을 주지 않아 편안

한 상태에서 연주할 수 있다.110) 손목과 팔을 고정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손가락 사이를 더 많이 벌려야 하고 음 하나하나를 모두 같은 무게로 치게

되어 딱딱하게 연주하게 되며 팔의 근육에 긴장감을 주게 되므로, 로테이

션 동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하인리히 노이하우스(Heinrich Neuhaus, 1888-1964)는 그의 저서 『The

Art of P iano Plaing』(피아노 연주의 예술)에서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보다 손목, 팔, 어깨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111) 노이하우스가 언급한 바와 같이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는 손이 많이 벌어지는 펼침 화음의 로테이션 동작을 할 때도 손목과

앞팔을 더 많이 사용해서 연주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훈련이 필요하다.

다음의 <악보 50> Chopin Etude Op. 10, No. 1은 오른손의 아르페지오

가 손이 많이 벌어지는 곡이기 때문에 손을 확장하는 데 훈련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습곡이다. 이 연습곡 역시 로테이션 동작을 사용하여

오른손 아르페지오를 연주하는데, 상행할 때는 5번 손가락을 향하여 회전

하는 수피네이션(supination), 하행할 때는 엄지손가락 쪽으로 회전하는 프

로네이션(pronation) 동작이 된다.

110) Sandor, 위의 글, 83.

111) Patricia R. Eger, "A Study of the Problems Encountered by the Small Hands

and Compendium of Practical Solutions." D.M.A Diss, Ball State University

(1982), 재인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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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0> Chopin Etude Op. 10, No. 1

손이 작은 연주자들은 손을 많이 벌려야 하는 단락이나 레퍼토리를 치게

되는 경우, 긴 시간동안 손을 많이 벌린 채로 확장하고 있으면, 근육에 손

상이 가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딜(Deahl)과 리스턴(Wristen)은 작은 손

을 가진 연주자들이 이러한 레퍼토리를 칠 때, 가능한 한 자주 편안한, 자

연스러운 손 모양으로 되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112) 이 쇼팽의 연

습곡 Op. 10, No. 1 또한 곡 전반에 오른손 아르페지오가 지속적으로 나오

는 곡이므로, 연주하는 내내 항상 손을 확장하여 벌리는 손 모양으로만 있

으면 안 되고, 가능한 한 자주 원래의 자연스러운 손 모양을 돌아가 유지

하려는 노력해야 손과 팔의 근육에 긴장감과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

112) Deahl L., Wristen B., "Strategies for small-handed pianist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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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악보 51> Chopin Etude Op. 25, No. 1은 양손 모두 펼침 화음

으로 손이 많이 벌어지는 연습곡으로, 양손의 확장 훈련에도 도움을 주는

곡이다. 양손 모두 5번 손가락을 향하는 수피네이션의 로테이션 동작으로,

앞팔의 회전 동작을 곡 전반에서 지속한다.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은 이

로테이션 동작을 할 때 앞팔의 회전 동작을 좀 더 크게 하게 되므로, 몸

쪽에 팔을 붙이지 말고 팔의 사용을 더 자유롭고 원활하게 하도록 한다.

<악보 51> Chopin Etude Op. 25, No. 1

이 곡은 오른손 5번 손가락으로 치게 되는 각 박의 첫 음들이 주선율을

이루게 되는데, 오른손 5번과 베이스음을 담당하게 되는 왼손 5번을 로테

이션 동작에 의해 깊게 치고 나머지 구성음들은 내성으로 완전히 힘을 뺀

상태에서 가벼운 소리로 연주한다. 오른손 5번으로 치는 주선율 음을 잘

들으면서 다이내믹 표현과 프레이즈를 만들어 진행해야 하는데, 이 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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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손 5번을 건반에서 누를 때 손이 작다고 하여 쭉 뻗어서 치지 말고, 로

테이션 동작을 통해 5번 손가락 쪽으로 손목과 앞팔을 이용하여 이동하여

5번 손가락의 마디 관절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쳐야 선명하고 좋은 질의

음색으로 연주할 수 있다.

작은 손의 연주자들이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은 옥타브나 코드, 손이 많이

벌어지는 분산화음이나 아르페지오 등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단락을 연습할

때, 바른 몸의 자세와 정확하고 효과적인 주법을 선택하여 연습하되, 손이

나 팔 등에 피로감이 있거나 근육이 긴장되어 있어 힘들 때 반드시 휴식을

취하여 자신의 몸과 손, 팔의 상태를 편안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

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피아니스트들이 그러해야 하지만, 작은 손을 가

진 피아니스트들은 자신의 신체와 구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알고 있어

야 하며, 항상 연습과 연주 시 그 상태에 대해 체크해야만 손이나 팔 등의

신체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보다 좋은 질의 소리로 연주에 임할 수 있다.

4) 도약이 큰 단선율 진행

피아노 곡 레퍼토리를 연주하다보면 단선율 진행이나 음정 혹은 단음으

로 진행할 때, 큰 음정의 도약으로 손이 많이 벌어져서 쳐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이번 장에서는 손을 자연스럽게 벌린 범위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음들을 연속적으로 쳐야 하는 경우를 곡 레퍼토리에서 발췌하

여,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이 도약이 있는 음정들을 칠 때에 필요한 동

작과 연주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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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작은 연주자들이나 특히 피아노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먼저 평소 스

트레칭 훈련을 통하여 손이 좀 더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쇼팽은 손

이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마치 고무처럼 손이 유연하게 잘 벌어져서 종종

제자들이 놀라곤 했다는 기록이 있다.113) 쇼팽, 리스트, 슈만 등의 낭만 음

악 작곡가들을 비롯한 낭만음악 레퍼토리를 연주하기 위해서 작은 손을 가

진 연주자들은 항상 유연한 손과 팔, 어깨의 자유롭고 협동적이며 원활한

동작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악보 52> Chopin Scherzo No. 3, 마디 251-258

<악보 52> Chopin Scherzo No. 3의 마디 252부터는 손이 8분음표로 된

분산화음 형태의 진행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오른손 3번과 5번 손가락으

로 치게 되는 음정이 3도∼6도로, 양손 모두 로테이션 동작으로 연주한다.

113) Jeremy Nicholas, 『쇼팽, 그 삶과 음악』, 임희근 번역 (서울: 포노(PHONO),

201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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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 5번으로 치게 되는 음들로 주 선율선을 이루고 있는데, 5번 손가락

으로 향하는 수피네이션 동작을 통해 주선율선 라인을 선명하게 들리도록

연주한다. 이 수피네이션 동작을 할 때 3번과 5번 손가락으로 치는 음정이

5도, 6도까지 벌어지므로, 앞팔을 5번 쪽으로 회전 동작을 많이 해주어야

한다. 이 때 주선율 라인을 만들어주는 5번 손가락과 연결되어 있는 앞팔

의 근육을 일직선상에 놓아야 주선율 음이 소리가 잘 나게 되고, 근육에도

무리가 가지 않게 된다.114)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은 이 수평적으로 움

직이는 로테이션 동작(수피네이션)을 더 크게 해주어야 하므로, 팔이 경직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동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예시곡에서는

페달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므로 3번과 5번 사이가 무리하게 레가토로 연결

하려고 하지 말고, 수피네이션 동작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한다.

가트는 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 수평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

고 있다.

1. 수평운동은 되도록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2. 수평운동은 최단거리에서 해야 한다.

3. 어느 관절이 어느 정도로 수평운동에 관여하는가는, 음악 자체(음량 및 음

색) 에 의하여 결정된다.

가트는 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팔의 수평운동이 필요하지만, 수평운

동 그 자체가 목적으로 되어 건반을 눌러 직접 소리를 내게 되는 손가락의

수직운동에는 집중하지 않게 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

114) 본 논문 20-2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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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5) 작은 손의 연주자들은 손이 작기 때문에 로테이션의 동작도 손이

큰 연주자들보다 커야 하고 자연스러운 팔의 수평운동에 대해 훈련해야 하

지만, 이 같은 수평운동 뿐 아니라 연주할 때 손가락으로 치게 되는 음들

에 집중하여 그 패시지에서 요구하는 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 <악보

52>의 경우에는 오른손 5번으로 치게 되는 주선율선의 소리를 들으면서,

선명하게 그 라인이 드러나도록 연주하여야 한다.

<악보 53> Schumann Fantasiestucke Op. 12 No. 7, 마디 1-8

위의 <악보 53> Schumann Fantasiestucke Op. 12 No. 7, 마디 1-8에는

양손 모두 도약이 큰 음정이 나오고 있다. 오른손은 16분음표의 빠른 진행

에 있어서 특히 4번과 1번의 도약 음정이 8도, 9도까지 보이며, 마디 4로

가는 음정은 10도의 도약 음정이 나오고 있다. 왼손에도 도약이 큰 음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곡은 양손을 분리하여 따로 연습을 철저히 해야 한다.

115) Gat, 피아노 연주의 테크닉, 192-193.



- 151 -

먼저 왼손의 도약하는 음정들은 첫 번째 음과 세 번째 음을 중심으로 베이

스 음정의 소리들을 울려주고, 나머지 두 번째, 네 번째에 나오는 음정들은

도착음으로 여리게 연주한다. 도약하는 음정은 최단거리로 이동하도록 하고,

도약하는 음정들이 흔들리거나 다른 음을 누르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터치

를 위한 연습을 요한다. 이 때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라고 해서 손을 많이

벌린 상태에서 도약하는 음정을 누르기 보다는 스타카토로 베이스음을 치고

편한, 원래의 손모양의 상태에서 뛰어가서 다음 음정을 치도록 한다.

<악보 53>의 마디 1부터 마디 4의 오른손을 보면, 각 박의 첫 음에 액

센트가 주어져 있고, 한 박 안의 16분음표 진행에서 앞의 세 음씩을 묶어

슬러가 표기되어 있다. 16분음표 진행에서 음형을 나누어 앞의 세 음씩을

따로 먼저 쳐보면서 흐름을 익히고, 후에 도약하는 음이자 반복음인 마지

막 f음을 붙여본다. 이 액센트가 붙은 음을 중심으로 선율적으로 이동하고,

크게 도약하는 음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f음은 이 네 마디 동안 반복되어

약박에 나오는 음이므로, 두드러지지 않게, 여리게 들리도록 연주해야 한

다. 이렇게 손을 많이 벌려야 하는 패턴에서, 특히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

들은 손이 항상 벌려 있는 상태로 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가능한 한

자주, 원래의 자연스러운(natural) 손 모양으로 되돌아가서 근육이 긴장되

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디 1에

서 마디 3까지 4번 손가락과 1번 손가락 사이의 음정이 7도, 8도, 9도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마디 5에서 손을 편 채로 있지 않고 편한 손 모양으로

완전히 되돌아가서 팔의 근육의 긴장을 풀고 난 후, 다음 패시지로 진행하

도록 한다.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은 손이 많이 벌려지는 빠른 단락 안

에서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손 모양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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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여 연습과 연주에 임해야 한다.

다음의 <악보 54> Chopin Scherzo No. 1의 마디 77부터 마디 93까지는

양손 모두 음정 도약이 많은 단락으로,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은 양손

모두 손목과 팔을 많이 사용하여 연주해야 한다. 먼저 오른손을 보면 세

음의 음정 도약(패턴 a)을 손가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로테이션

하면서 팔과 손목으로 이동한다는 생각으로 연주한다. 작은 손을 가진 연

주자들은 더욱 팔의 움직임을 크게 하여 음이 상행하는 쪽으로 이동하여야

하고, 세 음의 마지막 음을 치게 되는 5번 손가락을 친 후에는 로테이션

동작의 마무리 동작을 하면서, 팔과 손목에 힘을 빼도록 한다. 이 때 손이

많이 벌려져 있는 상태로 세 음의 마무리를 하는 것 보다는 5번 쪽으로 손

이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의 힘을 빼면서 가능한 한 편한 손 모양으로,

근육에 긴장을 풀면서 연주하도록 한다.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

게 5번 손가락으로 치게 되는 음들이 가장 소리가 잘 나오게 되며, 이 음들

이 선율 라인을 이루게 되므로, 잘 들으며 프레이즈를 이끌어 가야 한다.

<악보 54>의 왼손은 각 마디의 첫 박인 강박으로 시작하는 세 음의 도

약하는 음정으로 이루어진 패턴 b가 마디 93까지 지속하고 있다. 세 음의

패턴 중 첫 음을 강박으로 손목을 내리면서 연주하고 나머지 두 음을 나머

지 힘으로, 즉 세 음을 하나의 동작으로, 오른손과 마찬가지로 역시 팔과

손목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왼손도 세 음 패턴을 치고 난 후 한 박 반의

쉼표 동안 손이 벌려진 상태가 아닌 원래의 자연스러운 손 모양으로 되돌

아가서 유지하고 다음 패턴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왼손 마디 94부터 나오

는 음정 또는 코드와 도약하는 음이 두 음 슬러로 이어져 있는 패턴(패턴

c) 역시 손가락이 아닌 앞팔로 이동하며 앞의 음정 혹은 코드를 친 후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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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동하여 나머지 힘으로 뒤의 음을 연주한다. 이렇게 도약하는 음정을

팔로 이동하여 연주할 경우, 더욱 수월하게 슬러 연결도 가능하게 되고, 큰

도약의 음정도 비교적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이 팔과 손목의 모든

동작은 몸통에서 시작하여 진행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주해야 한다.

<악보 54> Chopin Scherzo No. 1, 마디 77-93

다음의 <악보 55> Scriabin Etude, Op. 8, No. 12, 마디 1-8을 보면, 오

른손은 옥타브로 된 진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왼손은 도약이 많이 있는

진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옥타브 8도나 10도로 강하게 울려주고 도약하여

진행하여서 곡의 성격을 더 구체화 시켜주는 왼손의 반주는 10도로 시작할

경우에는 굴려서 연주하여 진행한다. 마디 1의 왼손 1번에서 2번의 11도

도약, 마디 2에서 1-2번의 두 옥타브 도약 등 각 마디에서 왼손 1-2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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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가 많이 벌려지는 진행을 볼 수 있는데, 최단 거리로 이동하여 정확하

게 타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모두 따로 떼어서 연습한다. 페달을 계속

적으로 사용하므로, 작은 손이더라도 음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팔의 자

연스러운 동작으로 이동하되, 1-2번의 도약 후에 2번으로 치게 되는 약박

에 액센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몸을 사용하여 강박에 옥타브 혹

은 10도로 강하게 울려주고 팔의 수평운동으로 왼손의 진행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연습해야, 오른손의 옥타브 선율 진행을 잘 받쳐줄 수 있어

더욱 인상적인 곡으로 만들 수 있다.

<악보 55> Scriabin Etude, Op. 8, No. 12, 마디 1-8

다음의 <악보 56> Liszt Etudes d’exécution transcendante No. 10의 마

디 14, 마디 16와 같이 오른손이 8도 도약하면서 상행하는 패시지가 자주

나오는데, 작은 손의 연주자들의 경우, 오른손 1번과 3번으로 치게 되는 8

도 도약에서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약하여 뛰어 가서 치되 연결페달을

이용하여 연주하도록 한다. 이 때 음을 하나 하나 치기 보다는 세 음씩 묶

어서 한 힘으로, 즉 첫 음을 친 나머지 힘으로 뒤의 두 음을 쳐서 진행하

도록 한다. 마디 14의 경우에는 f음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거기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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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음을 넣은 두 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연주하는 것이다. 이

렇게 진행하면 계속된 도약 음정을 포함한 패시지를 빠른 템포로 연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팔의 근육에도 긴장을 덜어줄 수 있다.

<악보 56> Liszt Etudes d’exécution transcendante No. 10, 마디 14-17

5) 한 손 안에 두 개 이상의 성부가 있는 경우

피아노 곡 레퍼토리를 접하다 보면 특히 오른손 파트에 두 성부를 동시

에 연주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한 손 안에 두 성부로 되어 있으면서 음정

간격이 벌어져 있어, 손을 비교적 많이 벌려서 쳐야 하는 단락들을 발췌하

여 연습 방법과 연주 전략을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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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악보 57> Mendelssohn Variations Serieuses Op. 54, Var.1의

첫 단의 오른손 파트를 보면 테마 선율에 해당하는 코드가 상성부에 있고,

16분음표로 진행하여 움직이는 성부가 내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변주곡

1번에서는 오른손 맨 위에서 나오는 주제 선율이 가장 잘 드러나게 연주해

야 하며, 오른손의 움직이는 내성과 왼손의 옥타브 스타카티시모가 받쳐주

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작은 손의 연주자들이 어려움을 가질 수 있

는 부분은 오른손 주제 선율을 나타내는 상성부의 코드를 제시된 박자대로

지속하는 동시에, 움직이는 16분음표의 내성을 연주해야 하기 때문에 손가

락 사이가 많이 벌어지고 슬러 안에서 상성부의 코드를 연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오른손 상성부의 코드 중 맨 위의 음만 남겨 지속하고, 슬러

안이라도 코드의 아래 음은 지속하지 않고 연주하도록 한다. 즉 중요한 성

부의 음은 지속하되, 나머지 성부는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진행하고 페달

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힘을 뺀 상태에서 여리게 연주하면, 손이 좀 더 수

월하게 진행할 수 있고, 주제 선율도 잘 드러나게 연주할 수 있다. 이 때

주제 선율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 소리가 끊기고 있지 않은지 귀로 잘 들

으면서 손가락과 페달로써 잘 조절하여 연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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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7> Mendelssohn Variations Serieuses Op. 54, Var.1

다음의 <악보 58> Schumann Abegg Var. 1의 마디 5-7을 보면 오른손

파트에 두 성부가 나오는데, 윗 성부는 같은 음으로 연타음을, 아래 성부는

반음계로 올라가는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음계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단 8도를 오른손 5번과 2번으로 치게 되기 때문에, 손이 비교적 많이 벌어

져서 치게 된다. 따라서 마디 5의 경우, 윗 성부의 G음을 치고 나서 반박

동안 붙잡고 있기 보다는 다음 음인 아래 성부의 반음계의 G♯음 쪽으로

재빨리 손을 이동하여 편한 손 모양을 만들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한다. 즉

손이 많이 벌어지는 부분인 반음계의 시작점에서는 윗 성부의 연타음을 짧

게 연주하고, 그 부분은 페달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손이 작아서 단 8도를 오른손 5번과 2번으로 치는 것이 힘든 경우에는

단 8도인 지점에서 5번과 1번의 운지법으로 진행한다. 이 운지법으로 칠

경우, 반음계인 아래 성부가 1-1-2번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악보 58에 운지

법 표시),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을 연속으로 1번으로 칠 때 건반을 각각 따

로 치지 않고 검은 건반에서 흰건반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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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으로 두 성부를 칠 때에 손이 많이 벌어지는 부분에서는 지속음 연결

이나 각 성부의 연결을 무리하게 하지 말고 최대한 편안한 손모양과 운지

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페달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악보 58> Schumann Abegg Var. 1, 마디 5-7

다음의 <악보 59> Schumann Fantasiestucke Op. 12 No. 2의 마디

17-24의 오른손 파트에서는 주선율 라인인 상성부와 선율을 받쳐주는 반

주 역할의 내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번과 4번으로 되어 있는 기보되어

있는 상성부의 손가락 번호가 힘들다면, 오른손 상성부를 모두 5번으로 연

주하여 편안한 손 모양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상성부를 손가락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페달을 사용하면서 음악적인 연

결과 흐름이 잘 드러나도록 연주한다. 이 <악보 59>의 오른손 파트는 로

테이션으로 연주하면서 상성부를 잘 드러내며 이끌어가야 하는 곡이므로,

보다 연주자에게 편한 운지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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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9> Schumann Fantasiestucke Op. 12 No. 2, 마디 17-24

다음의 <악보 60> Prokofieff No. 3의 마디 82부터 89까지는 오른손 파

트에 두 성부가 나오고 있는데, 두 성부의 음정이 3도부터 6도, 7도, 8도까

지 구성되어 있고, 마디 86에는 윗 성부가 지속하는 동안 아래 성부가 9도

벌어지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계속 한 손 안에 두 성부가 움직

이는 경우, 운지법을 잘 선택하여야 하는데, 작은 손의 연주자들은 무리하

게 연결하게 되는 손가락 번호를 사용하지 말고 이 <악보 60>의 경우, 손

가락 사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는 부분은 5번 손가락을 사용하되, 페달로

잘 연결하여 연주한다.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에게 추천하는 운지법을

위의 악보 60에 표기해 놓았다.) 이 단락 역시 맨 위의 성부가 가장 잘 드

러나게 연주하고 오른손의 아래 성부는 윗 성부를 받쳐주는 역할로 윗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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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다 덜 드러나게, 여리게 연주한다. 이와 같이 손을 벌려서 두 성부를

쳐야 한다는 긴장감에서 벗어나 손을 더 편안하게 해주고 심리적으로도 부

담을 덜게 하는 것이, 연주를 더 원활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한다.

<악보 60> Prokofieff No. 3, p. 51 마디 82-89

6) 포르테로 연주하기

손이 작은 연주자들이나 상대적으로 왜소한 몸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들

은 피아노 곡 레퍼토리를 연주할 때, 포르테로 큰 음량의 소리를 내는 것

에 부담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큰 음량을 낼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먼저 큰 음량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오르트만은 ‘볼륨이란 힘

(force)과 스피드(speed)의 산물이다.’라고 하였다.116) 음량을 크게 낼 때에

는 산도르가 제시한 자연낙하(free fall)나 순간 밀기(thrust)의 테크닉이 유

116) Deal and Wristen, "Strategies for small-handed pianists.", 재인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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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다. 자연낙하 기법은 중력에 의하여 팔, 손, 손가락을 모두 동시에 떨

어뜨리는 기법이고 순간 밀기 테크닉은 손가락들을 건반 위에 올려놓은 상

태에서 몸통과 팔의 순간적인 근육 수축 운동을 이용하여 건반을 아래로

순간적으로 미는 동작을 말한다. 산도르는 앞의 동작에 의해서 빠른 스피

드가 생겨나게 되며, 피아노에 사용된 재료들의 탄력성의 한계 안에서 이

건반 위에서의 순간 밀기 동작을 통해 피아노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소리

를 낼 수 있다고 하였다.117)

다음의 예시곡들을 살펴보면서 큰 음량을 낼 때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

들에게 필요한 동작들과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악보 61>의

Schumann Symphonic Etude, Etude Ⅳ는 전체가 코드로 구성되어 있고

큰 음량을 요구하고 있다. 이 <악보 61>는 변주곡 전체가 코드로 이루어

져 있는데, 코드의 포르테 음량을 내기 위해 팔과 손, 손가락을 떨어뜨리는

자연낙하 기법을 사용하나, 산도르는 손이 작은 사람의 경우, 손을 넓게 벌

려서 쳐야 하는 코드들은 넓게 펼쳐져 있는 손 포지션 자체가 떨어질 때

자연스런 가속도를 변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낙하의 테크닉 보

다는 몸통과 팔의 강한 근육을 사용하는 순간 밀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온 몸의 근육들이 적재적소, 적시에 사용된

다면 몸이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런 무리 없이 힘 있는 소리와 좋은

테크닉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118)

특히 <악보 61>에서 sf가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더욱 순간적으로 몸과

팔의 무게를 쏟아서 코드를 치고, 그 후에는 몸통과 팔에 힘을 빼는 동작

117) Sandor, 『온 피아노 플레잉』, 42, 45, 112.

118) Sandor, 위의 글, 45,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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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몸에 익혀질 수 있도록 훈련한다. 또한 앞의 코드 연습에서도 언급했듯

이, 전체적으로 코드의 내성을 뺀 옥타브를 먼저 연습하여 청각적으로 선

율을 먼저 인지한 후, 내성을 넣고 풀 코드로 선율의 움직임을 들으면서

몸통과 팔의 무게를 쏟아서 치는 연습이 익혀지도록 한다.

<악보 61>의 Schumann Symphonic Etude, Etude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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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2> Chopin Ballade No. 4, 마디 195-202

위의 <악보 62> Chopin Ballade No. 4, 마디 195-202는 ff부터 fff까지의

강한 아르페지오와 코드로 이루어져, 코다 전까지 나오는 강렬한 패시지이

다. 마디 195와 197에 나오는 ff 안에서의 아르페지오는 효과를 내기 위해

몸을 밀듯이 무게를 주면서 크레셴도 하고, 큰 음량의 코드들은 몸통, 앞팔

과 윗팔의 큰 근육들을 사용하여 순간 밀기 동작을 통해 소리를 내도록 한

다. 마디 198부터 세 마디 동안 크레셴도로 코드가 진행되는데, 음량을 보

다 작게 시작하여 fff까지 차츰 음량이 커지도록 계획하여 미리 에너지를

소모되지 않게 한다. 또한 이 세 마디 동안 stretto로 점차 템포를 당겨가

면서 쳐야 하므로, 순간적으로 몸과 팔에 힘을 쏟는 순간 밀기 동작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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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빠르게 건반에 적용한다.

이러한 큰 음량을 내기 위해서는 몸통에 무게를 실어서 연주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경직되어 치거나 몸과 연계가 잘 되지 않아 잘못된 방법과 자세

로 했을 경우, 소리가 너무 거칠게 되거나 윗 등, 어깨, 목, 팔 등의 근육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딜과 린스턴은 음량을 크

게 내기 위한 요소인 ‘힘과 스피드’ 중에 ‘스피드’가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

들에게 더 쉽게 조절될 수 있다고 하였다.119) 건반에 거리를 두고 수직적으

로 건반을 내리치는 것 대신에, 음량이 커지는 부분일수록 건반에 닿는 속

도가 빠르게 하되 순간적으로 힘을 쏟고 그 다음에는 몸과 팔에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큰 음량을 연주할 때 호흡을 내쉬면서 함께 하며, 어

깨가 올라가거나 경직되지 않게 하여120), 몸통과 팔에서 연결되어 나온

힘의 최대치가 건반에 전달되도록 한다. 이러한 몸과 팔 등 신체와 건반,

소리와의 연관성에 대해 민감하게 인지하여 훈련하고 연주하여야 한다.

다음의 <악보 63> Schumann Fantasie Op. 17, 마디 174-181은 앞의 프

레이즈로부터 점차 고조되어 온 ff의 다이내믹으로, 오른손 상성부의 코드

로 된 주선율로 이끌어가는 단락이다. 이 예시곡에서는 4분음표 길이로 되

어 있는 코드와 sf로 되어있는 코드( 표시 되어 있는 코드)에서 순간 밀

기 동작을 활용하여 몸과 팔의 근육을 사용하여 순간적으로 밀면서 큰 음

량을 내도록 한다. 이 때 순간 밀기 동작으로 인해 프레이즈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오른손 코드로 된 주선율을 잘 들으면서 흐름을 잘 끌고

가야 한다.

119) Deal L., Wristen B., "Strategies for small-handed pianists.", 4.

120) 본 논문 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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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3> Schumann Fantasie Op. 17, 마디 17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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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피아노라는 악기는 연주 시 현악기나 관악기 등 다른 악기들과는 다르게

양손을 폭넓게 사용하며, 주선율을 연주할 뿐 아니라 주선율을 받쳐주는

반주 역할을 하여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불릴 만큼, 여러 성부를 각기 다른

음색과 음질로 연주할 수 있는 악기이다. 이에 피아노 연주자들은 각기 다

른 손의 조건을 가지고, 여러 성부를 다양한 음색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피

아노 레퍼토리 안에서는 기보 상 또는 음악적 상황이 다양하게 만들어 지

면서, 종종 손이 많이 벌어지는 손의 확장이 필요한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나 학생들은 이같이 확장이 요구되는 부분에서 손의

자세부터 테크닉에 이르기까지 고심을 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들에

게 필요한 연습 방법과 훈련 방법을 제시하고, 지도자들이 작은 손을 가진

학생들을 지도할 때의 교수 전략에 대해서 고찰, 연구하였다.

연구를 위한 토대로, 저자는 작은 손을 가진 학생들이나 피아노 연주자

들의 손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 연습방법 및 지향점을 두고 나가야 할 방향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13년 제 5회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에서 국내 피아노

연주자들의 손의 크기 및 학습과정 등에 관한 설문조사와 국내의 손이 작

은 피아니스트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피아노를 처음 배우

기 시작한 나이와 전공을 결정한 시기가 빠를수록, 성장기에 피아노 연습

과 연주 등의 지속적인 학습활동과 손의 스트레칭이나 벌리는 훈련을 많이

할수록, 타고난 손의 크기에 비해 손이 더 잘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과 여성,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와 상관없이 왼손의 크기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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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1-5번 손의 크기와 손의 세로 길이에 대

비하여 손이 벌어지는 정도를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 또한 연주자들의 왼손

이 오른손보다 더 잘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아노 레퍼토리 연

주 시 오른손보다 왼손에서 옥타브나 코드, 분산화음 등을 더 많이 연주하

기 때문에 손이 더 확장된 것으로 보이며, 연습내용이나 과정의 축적이 실

제로 손 크기의 차이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위의 본 연구의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작은 손을 가진

학생들은 손의 성장이 크게 일어나는 성장기에 손가락 사이를 벌리는 손의

스트레칭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옥타브나 코드, 분산화음, 도약 음정

등이 포함된 연습곡을 꾸준히 연습하면, 손의 크기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반 밖에서의 손의 스트레칭 훈련과

건반 위에서 손가락 사이를 벌리는 스트레칭 연습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

고, 손의 크기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급 단계의 연습곡들을 발췌,

분석하였다.

손이 작은 국내 피아니스트들과의 인터뷰와 해외 자료 조사를 통해 본

논문에 수록된 손의 스트레칭 훈련과 건반 위에서 손가락 사이를 벌리는

스트레칭 연습 이외에도 연주자, 학생들 혹은 지도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창의적으로 연습 형태를 만들어 본인의 손에 필요한 건반 위에서의

스트레칭 연습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 단, 지도자들은 학생들이 스트레칭

훈련을 할 때,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성장기에 있는 손이 작은 학생들은 본 논문에 수록된, 체르니, 브람

스 연습곡 등에서 발췌된 손의 확장에 도움을 주는 연습곡을 활용하여 꾸

준히 연습할 것을 권한다. 이들 연습곡은 대체로 중급단계에 속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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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훈련은 고급과정에 진입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주

레퍼토리에 들어가 음악적인 맥락을 다루기에 앞서 이러한 사전 훈련을 시

행하는 것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명백히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이 손의 스트레칭 훈련과 연습곡의 효과로 본래 타고난 손의 크

기보다 손의 확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연주 레퍼토리를

선정할 때에는 작은 손이라는 조건과 자신의 손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

하여 곡을 선택하여야 한다. 레퍼토리 중 시종일관 지나치게 손의 확장이

많이 필요한 곡을 선택하게 되면, 손이나 팔에 부상을 입을 위험도 커지고,

곡의 효과도 잘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택하지 않는 것이 나으며, 최대한 장

점을 살릴 수 있는 곡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레퍼토리 속에서

손의 확장이 필요한 부분을 만나는 일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

를 위한 다각도의 해법이 본문 속에서 다루어졌다.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이 레퍼토리 연주 시 어려움을 느끼는 각 항목

들의 연습 전략과 음악적인 해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연속된 옥타브나 코드를 칠 때에는 손가락으로 건반을 친다는 생

각 보다는 앞팔과 위팔의 사용, 빠른 패시지일수록 앞팔을 사용하여 터는

듯이 리바운드 동작으로 연주한다. 옥타브나 코드를 연주할 때 손이 작다

고 하여 손가락을 쭉 뻗어서 치지 말고, 5번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5번 손

가락의 측면이 건반에 닿도록 한다. 이 5번 손가락을 구부린 상태에서의

측면 지점이 가장 좋은 소리가 나는 지점이며, 그러한 주법이 손에 익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항상 옥타브나 코드 중 중요한 소리와

덜 중요한 소리를 구분하여, 윗음은 손끝에 압력을 주어 선명하게 소리를

내고, 덜 중요한 아래의 음들은 힘을 빼고 소리를 줄여서 연주하여,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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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하지 않게 하고, 청각적으로 집중하여 작은 손이라는 심리적인 부담감

을 덜게 한다.

둘째, 넓은 음역의 펼침 화음을 연주할 때는 앞팔과 손목의 회전 동작

즉 로테이션 동작을 사용해야 하는데,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은 이 수평

적으로 움직이는 로테이션의 동작을 더 크게 해주어야 하므로, 윗팔을 몸

쪽에 붙이지 않고 약간 떼어서 연주하여 팔이 경직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회전 동작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수평운동 그 자체가 목적으로 되

서는 안 되고, 펼침 화음 중 베이스음이나 주선율선을 나타내는 음들에 집

중하여, 그 중요 음 쪽으로 더 많이 회전 동작을 하여 소리를 잘 낼 수 있

도록 한다.

셋째,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은 레퍼토리에서 큰 음량의 코드를 칠 때

에 산도르의 자연낙하(free fall) 기법보다는 순간 밀기(thrust) 기법으로 연

주한다. 즉 손을 넓게 벌려서 쳐야 하는 코드들은 넓게 펼쳐져 있는 작은

손의 포지션 자체가 떨어질 때 자연스런 가속도를 변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팔, 손, 손가락을 동시에 건반 위에서 떨어뜨리는 주법보다는,

몸통과 팔의 순간적인 근육 수축 운동을 이용하여 건반을 아래로 순간적으

로 미는 동작으로 최대한의 소리를 내도록 한다. 큰 음량으로 연주할 때

호흡을 내쉬면서 하며, 어깨가 올라가거나 경직되지 않도록 하여 몸통과

팔에서 연결되어 나온 힘이 최대치로 건반에 전달되도록 한 후 몸과 팔에

힘을 빼도록 한다. 작은 손의 연주자들은 옥타브나 코드로 큰 음량을 내는

레퍼토리에서 손이 작다는 단점에 갇히지 말고,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최

대한의 소리를 내는 이러한 훈련을 반복하여 본인의 소리로 확실히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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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작은 손의 연주자들은 연습이나 연주 시 손이 확장되는 부분을 친

다 할지라도 손을 벌리고 있는 상태가 아닌, 항상 편안한 손 모양으로 최

대한 돌아가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손과 팔 근육이 긴장된 상태

로 지속되지 않도록 힘을 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항상 자신의

몸과 손, 팔의 상태에 민감하여야 하며 그것이 연습과 연주에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들은 레퍼토리를 접할 때 악보 상에 기보

된 운지법보다는 자신의 손에 맞는 운지법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며, 악보

상에서 필요한 부분은 양손 간의 음의 재분배나 생략 등으로 효율적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레퍼토리에서 연속된 옥타브나 코드 등 작은 손에 다소 불리한

부분이더라도 물리적, 기능적으로 그것을 치는 것에만 얽매이지 말고, 항상

그 프레이즈에서 요구하는 음색과 음악적 표현을 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

어 음악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하며, 좋은 톤의 음색을 만들고 음들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청각적인 이미지를 상상하며 연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로서 손의 확장과 테크닉 등에 관한 물리적

이고 기능적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며, 전체적인 흐

름에 따라 그 프레이즈에서 요구하는 음색과 음악적인 표현을 해내고 있는

가에 대한 청각적인 귀의 훈련을 더욱 중요시하여, 그에 대한 훈련이 끊임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의 제언사항들은 손이 큰 일반 연주자들에게도 유효한 부분을 포함하

고 있지만 특히 손이 작은 연주자들에게 적용될 때 그 필요성과 의미, 효

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이렇듯 일반 연주자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음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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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과 청각적인 것에 비중을 두고 연습과 연주를 할 때, 작은 손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과 스트레스도 덜어낼 수 있게 되며, 음악성 전반에 걸쳐

오히려 바람직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손의 크기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을 가진 연주자가 특히 성장기에의 효율

적인 스트레칭 지속적인 훈련과 적절한 연습곡의 활용, 그리고 연주 레퍼

토리를 다룰 때 위의 제안들과 같은 연습 전략과 청각과 깊이 연관시키는

음악적인 해법을 계발한다면,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더욱 유능한 연주자

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이 그 같은 음악에의 길에 작은 도

움이 되었기를 희망해본다.

또한 본 논문을 진행하고 연구하면서, 전적으로 손의 확장에 관해 쓰여

진 연습곡집이나 교재가 없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손의 확

장에 관한 연습곡과 레퍼토리와의 긴밀한 연관성 등 작은 손을 가진 연주

자들에게 필요한 교수학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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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Pedagogical Strategy Development for

Small-Handed Pianists

Hyerin Park

The piano, unlike string or wind instruments, requires wide-range

movements of both hands, and as it is called a small orchestra for its

ability to produce both the main and supporting parts perfectly, it is an

instrument that can simultaneously play many different parts in a truly

rich manner.

Pianists all have different hands, with which they have to play

various parts using diverse tones, and there are many instances in

piano repertoires where the pianist has to allow for wide movements of

the hands.

This thesis considers the problem this poses for pianists and students

with relatively small hands, and suggests practice and training methods

for those individuals, while it also looks at instruction strategies that

can be applied to teaching small-handed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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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find out suitable practice methods for students and

pianists with small hands in manipulating their hand movements, I, the

author of this thesis, conducted a survey at the fifth Korea Piano

Pedagogy Seminar in 2013 on the hand size and learning procedures of

pianists in Korea, and had interviews with pianists who had small

hand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sooner the piano

instruction began and the major was decided on, and the more intensive

one's piano practice and training of the hands were throughout the

developing years, the size of the hands mattered less in how flexible

they were.

Also, since the left hands were greater in size regardless of sex or

whether the person was left- or right-handed, it was concluded that

the more complicated playing required of the left hand in piano

repertoires necessarily resulted in the left hand becoming larger.

It is evident that consistent practice in stretching the hands in their

developing years and playing pieces that contain octaves, codes, broken

chords and such enables the hand size itself to develop, and this thesis,

for its part, studies hand stretching methods both outside of and during

playing, and analyzes intermediate level etudes that could help enlarge

the hands.

Also, as advanced repertoires present more musically diverse

situations than do intermediate pieces, this thesis looks at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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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d by small-handed players in managing those situations and

possible practice methods and musical solutions for them, which will

encompass six categories: octave progression, consecutive code

progression, stretching of wide key ranges, managing monophony with

large leaps, instances where one hand must manage two or more parts,

and producing forte.

Those students and professionals with small hands must train

themselves diligently and seek to understand well the movements of

their hands and arms, so as to make the best use of their bodies and

what they are given for a more efficient performance with the

instrument.

In other words, they should not consider their small-sized hands as a

disadvantage but instead attempt to focus their auditory attention when

performing, and take it upon themselves to find out unique musical

solutions and ways of expression with the small hands they must work

with through endless training.

I hope that this thesis will serve as an impetus for future studies

that deal in depth with how students and professionals with small

hands can perform more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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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작은 손을 가진 피아니스트들을 위한 교수 전략 개발을 목적으로 한

국내 피아니스트들의 손의 크기 조사 연구’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작은 손을 가진 피아니스트들을 위한 교수 전략 개발을 목적으로

한 국내 피아니스트들의 손의 크기 조사 연구’에 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 연구는 국내 피아노 연주자들의 손의 크기와 평균치를 조사하여 서양

의 연주자들과도 비교, 분석하고, 여러 손의 조건 중에서도 작은 손을 가진 연주자

들과 손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학생들과 연주자들에게 적합한 테크닉 훈련 방법과

교수법을 제시하여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설문은 4년제 음대 피아노과에 재학하는 학생부터 현재 활동하는 피아노 연주

자까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설문의 내용은 총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설문 조사는 연구 목적 외에는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각

개인의 설문 내용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연

구의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오니,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소중

한 시간 내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 조사에 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ail : dora911@hanmail.net

H·P : 010-2439-8464

연구자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피아노교수학 전공

박사과정 박 혜 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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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 문항은 귀하의 인적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

에 √ 혹은 ○표를 해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 ( ) ② 여 ( )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세 이상 - 30세 이하 ( ) ② 31세 이상 - 40세 이하 ( )

③ 41세 이상 - 50세 이하 ( ) ④ 51세 이상 ( )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학부 재학 ( ) ② 학사 졸업 ( )

③ 석사 재학 ( ) ④ 석사 졸업 ( )

⑤ 박사 재학 ( ) ⑥ 박사 졸업 ( )

⑦ 기 타 ( )

4. 귀하의 현재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대학 출강 (교수, 강사) ( ) ② 학원 운영 ( )

③ 학원 강사 ( ) ④ 문화센터 강사 ( )

⑤ 음악잡지 및 출판사 근무 ( ) ⑥ 학생 ( )

⑦ 기 타 ( )

Ⅱ. 다음은 귀하의 피아노 학습 과정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5. 피아노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연령(만 나이가 아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 )세

6. 피아노 전공을 결정하게 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7세 이하 ( ) ② 초등학교 저학년 때 ( )

③ 초등학교 고학년 때 ( ) ④ 중학교 때 ( )

⑤ 고등학교 때 ( ) ⑥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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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아노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음대에 진학하기 전까지 피아노 학습

과정(레슨)의 공백기가 있었습니까?

① 예 ( ) ② 아니오 ( )

(② 아니오를 선택한 분은 9번 문항으로 가시면 됩니다.)

8. 피아노 학습 과정(레슨)에 공백기가 있었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개월,

년의 단위로 작성해 주십시오. 예 : 13세부터 15세 사이 2년 6개월)

Ⅲ. 다음은 귀하의 손의 크기와 특징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9. 귀하는 일상생활을 할 때 주로 어떤 손을 사용하십니까?

① 오른손 (오른손잡이) ( ) ② 왼손 (왼손잡이) ( )

③ 양손 함께 사용 (양손잡이) ( )

10. 귀하의 손의 크기를 센티미터(cm) 단위로 측정하여 써 주십시오.

- 설문지 맨 뒤에 첨부된 <손의 크기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해 주십시오.

(단위 : cm)

오른손 왼 손

1) 1-5번 손의 크기

2) 2-5번 손의 크기

3) 손의 길이

i) 1번 손가락 길이

ii) 5번 손가락 길이

iii) 손의 세로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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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피아노를 연주할 때 귀하가 한 손을 최대한 벌려 닿을 수 있는 음정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서 골라 주십시오.

① 손을 최대한 벌려 8도는 닿지만, 9도는 닿지 않는다. ( )

② 손을 최대한 벌려 8도는 편안하게 닿고, 9도까지 닿는다. ( )

③ 손을 최대한 벌려 9도는 편안하게 닿고, 10도까지 닿는다. ( )

④ 손을 최대한 벌려 10도는 편안하게 닿고, 11도까지 닿는다. ( )

⑤ 손을 최대한 벌려 8도 미만으로 닿는다. ( )

12. 피아노 연주시 귀하의 손의 특징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는 대로 표시해 주십시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 나는 손이 작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손이 잘 벌려진다고

생각한다.

3) 손의 두께가 두꺼운

편이라고 생각한다..

4) 손가락의 굵기가 굵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5) 손가락이 민첩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6) 코드 연주시 용이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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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손의 크기가 작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어떤 경우였습

니까? (복수 응답 가능) 제시된 문항 이외의 다른 경우가 있다면, 기타 문항에 

적어 주십시오.

   ① 연속되는 여러 개의 옥타브 음정을 빠른 속도로 칠 때 ( )

   ② 옥타브 이상 벌어지는 두 음정을 칠 때 ( )

   ③ 옥타브 음정 또는 화음을 연결하여 레가토로 쳐야 할 때 (1번, 5번 손가락  

      이 아닌 손가락으로 옥타브 음정 또는 화음을 연결해서 치기가 어려울 때)

( )

   ④ 손이 많이 벌어지는 특정 화음을 칠 때 ( )

   ⑤ 아르페지오, 분산화음을 칠 때 ( )

   ⑥ 한 손 내에서, 한 성부는 지속하여 누르고 있고, 나머지 성부는 움직이는 진  

      행을 칠 때 ( )

   ⑦ 옥타브나 화음을 누르는 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 )

   ⑧ 곡을 치면서 팔이 아프다고 느낄 때 ( )

   ⑨ 손이 작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 )

   ⑩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Ⅳ. 다음은 손을 확장시키는 연습 방법과 교재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14. 자신의 손의 확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훈련을 하였다면, 해당되는 번호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제시된 문항 이외에, 손의 확장을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

다면, 기타 문항에 적어주십시오.

   ① 손을 확장시키기 위해, 손을 벌리는 스트레칭 방법을 사용하였다. ( )

   ② 손을 확장시키는 연습곡, 에튀드를 선별하여 따로 훈련하였다. ( )

   ③ 손이 작아 치기 힘든 코드인 경우 아르페지오로 굴려서 치거나, 양손으로   

      나누어 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

   ④ 손이 작아 치기 힘든 경우, 코드의 특정음을 생략하고 치는 방법을 사용하  

      였다.( )

   ⑤ 악보에서 제시한 운지법과는 다른 운지법을 사용하여 연습하였다. ( )

   ⑥ 손이 작다고 느껴지는 곡의 그 특정부분 만을 반복, 집중하여 연습하는 방  

      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 )

   ⑦ 손가락 사이를 벌리는 외과적인 수술을 하였다. ( )

   ⑧ 손을 확장시키기 위해 별다른 훈련을 한 적이 없다. ( )

   ⑨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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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손의 확장을 위해 손을 벌리는 스트레칭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으시다면, 시기

가 언제였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초등학교 때 ( ) ② 중학교 때 ( )

   ③ 고등학교 때 ( ) ④ 성인이 되고 나서 ( )

   ⑤ 사용한 적이 없다. ( )

  

(* 15번 문항에서 ⑤번을 선택한 분은 17번 문항으로 가시면 됩니다.)

16. 손을 벌리는 스트레칭을 하는 훈련을 한 효과는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았다고 생각한다. ( ) ②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한다. ( )

③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한다. ( ) ④ 잘 모르겠다. ( )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 다음 중 손의 확장을 위해 도움을 받은 교재가 있다면 그 교재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만약 표기되지 않은 교재가 있다면, 기타 항목에 교재의 이름을 작

성하여 주십시오.

   ① 하논 ( ) ② 부르크뮐러 25번 ( )

   ③ 체르니 연습곡 30, 40, 50 ( )

   ④ 작은 손을 위한 25개의 체르니 연습곡 Op. 748 ( )

   ⑤ 베스틴 테크닉 교재 ( ) ⑥ 알프레드 테크닉 교재 ( )

   ⑦ 어드벤쳐 테크닉 교재 ( ) ⑧ 소 피쉬나 48 연습곡, 피쉬나 60연습곡( )

   ⑨ 모츠코프스키 연습곡 ( ) ⑩ 헬러 연습곡 ( )

   ⑪ 모셀레스 연습곡 ( ) ⑫ 크라머·뷜로우 60 연습곡 ( )

   ⑬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고급 과정 이후 학습하였던 연습곡(Etude)을 통해서도 손의 확장에 도움을 받

은 교재가 있습니까?

   ① 쇼팽 연습곡 ( ) ② 드뷔시 연습곡 ( )

   ③ 리스트 연습곡 ( ) ④ 스크리아빈 연습곡 ( )

   ⑤ 바르톡 연습곡 ( ) ⑥ 라흐마니노프 회화적 연습곡 ( )

   ⑦ 스트라빈스키 연습곡 ( ) ⑧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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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8번 문항에 제시된 작품을 처음 경험하였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초등학교 때 ( ) ② 중학교 때 ( )

   ③ 고등학교 때 ( ) ④ 성인이 되고 나서 ( )

 

 20. 성장기 이후에도 손이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 ② 아니오 ( )

   ③ 성장기 이후에도 손이 확장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 )

 21. 귀하의 손의 조건으로 볼 때, 혹시 과거에(어렸을 때) 이러한 부분을 더 신경

을 썼더라면 더욱 연주에 도움이 되었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Ⅴ. 다음은 피아노 연주나 연습으로 인한 신체의 부상에 관한 문항입니다.

  

22. 지금까지 피아노를 연주해 오면서 손이나 팔 등 특정한 신체 부분의 부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피곤하다거나 단

시간의 피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이나 또 다른 특별한 치료 혹은 처방

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① 예 ( ) ② 아니오 ( )

  

(* 22번 문항에서 ② 아니오를 선택한 분은 설문을 끝내시면 됩니다.)

23. (22번 문항과 관련해서) 그러한 적이 있었다면, 정확히 신체의 어떤 부분이었

습니까?

   ① 어깨 ( ) ② 목 ( ) ③ 허리 ( ) ④ 손가락 ( )

   ⑤ 손등(손바닥) ( )   ⑥ 손목 ( ) ⑦ 팔 ( ) ⑧ 등 ( )

   ⑨ 기타 ____________

24. 피아노 연주로 인한 신체의 특정 부분이 부상을 입었던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1개월 미만 ( ) ② 1 - 3개월 미만 ( ) ③ 3 - 6개월 미만 ( )

   ④ 6개월 이상 ( )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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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금까지 피아노 연주로 인한 신체의 부상을 입었던 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1회 ( ) ② 2-3회 ( )

   ③ 4-5회 이상 ( ) ④ 수시로 재발한다. ( )

  

26. 신체의 부상을 입었던 원인(연주나 연습에 관련하여)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

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장시간의 연습 ( ) ② 특정 부분의 지나친 반복적인 훈련 ( )

   ③ 잘못된 몸의 자세나 손모양 ( ) ④ 연습 전후의 스트레칭 부족 ( )

   ⑤ 손의 크기 등 손의 조건에 맞지 않는 선곡을 해서 ( )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7. 신체 부상의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정형외과 (물리치료) ( ) ② 한의원 (침, 찜질) ( )

   ③ 지압, 수지침 ( )

   ④ 치료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연습을 하지 않으면서 쉬었다. ( )

   ⑤ 기타 ( )

 

 

 - 본 설문 조사에 응답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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