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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마르탱(1890-1974)은 스위스 출신 20세기 작곡가로서 리듬을 깊이 탐구

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리듬 연구를 위해 제네바에 있는 달크로즈 음악학

교에서 수학하였고, 리듬에 초점이 맞춰진 다양한 작품을 작곡하였다. 1949

년에 작곡된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는 그의 가장 대표적인 피아노 작품

이다. 또한 마르탱은 음악에 있어서 리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신체 훈련

을 통한 리듬 교육이 예비 음악가와 작곡가들의 리듬감을 계발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의 리듬분석을 토대로 플라스

틱 아니메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리듬 이해의 중요성’, ‘피아노

밖에서 움직임을 이용한 연습이 가지는 의미’를 발견하고 그 효과를 나누

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의 리듬분석을 통해 발견된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마르탱은 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다.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

에는 불규칙 박, 변박자, 복합박자, 무박자 등 여러 형태의 박자가 나타나

는데 이것은 모두 그의 박에 대한 실험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러한 박의

실험을 통해 마르탱은 박자 악센트를 이동시켜 규칙적인 박의 흐름을 방해

하고 그러한 진행을 통해 음악적 긴장감을 유발하였다. 그가 박에 많은 비

중을 두고 있음은 ‘기본 박을 근거로 표기된 메트로놈 표시’와 ‘박을 단위

로 한 음표 기보’를 통해서 나타나고 ‘박의 배치를 느끼며 연주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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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중요성을 악보와 저서에서 강조해서 밝히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둘째, 주어진 박자 안에서 고유의 박자가 가지는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

하는 다양한 리듬적 요소들이 관찰되는 것이 흥미로웠다. 수평적인 진행의

관점에서 보면 ‘박의 그룹핑’, ‘당김음의 사용’, ‘쉼표 및 붙임줄을 이용한

음가의 변형’, ‘아나크루식 프레이즈’, 그리고 수직적 관점에서는 ‘보충리듬’,

‘크로스리듬’, ‘성부간의 대위적 리듬 진행’, ‘폴리리듬’ 등이 고유의 박자 및

리듬 악센트를 거스르는 그 대표적 리듬 기법들로 사용되었다.

셋째, 아티큘레이션, 셈여림, 템포 관련 용어, 선율의 진행, 화음, 텍스처

의 변화 등 표현적 요소들에 의해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악센트가 강조되고

음악적인 음영을 주어 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 사용됨이 발견되

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음악적 표현을 위해 연습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

는 신체 움직임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달크로즈가

효율적인 신체 움직임의 원리이자 음악표현의 원리라고 주장한 ‘시간-공간

-에너지’의 맥락 안에서 리듬을 이해하고, 피아노를 떠나 신체 움직임으로

연습하는 다양한 활동들: 걷기, 손뼉 치기, 지휘하기 등의 이동 동작 및 비

이동 동작, 스캣하기와 노래하기 등이 제시되었다. 최종적으로는 느린 템포

에서 선율과 리듬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제 3번과 박의 조합이 가장 복

잡하게 얽혀 있는 제 4번의 플라스틱 아니메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피아노

연습이 아닌 움직임을 통해 음악을 경험하는 최고 난이도의 과정을 소개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마르탱의 작품을 재료로 달크로즈의

리듬이론을 적용하여 음악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고 분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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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적 특징을 신체 움직임을 통해 경험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쉽게도 본 논고는 제 3번과 제 4번의 플라스틱 아니메 작업만을 수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연구 작업을 통해 다른 작품에도 플라스틱 아

니메를 적용하는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더 나아가서 마르탱의 작품

뿐 아니라 다양한 피아노 작품을 이용한 플라스틱 아니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신체 움직임을 이용한 연습의 효용성이 재조명되고 관련 후속 연

구가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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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1)

20세기 이후의 음악에서는 이전 시대에 비해 리듬의 비중이 더욱 증대되

었으며 작곡가들은 새로운 리듬 어법을 모색하였다. Miller는 20세기 음악

에서 일어난 리듬에 관련된 변화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1600년에서 1900년의 3세기(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 시대)동안 박자

와 리듬의 개념에 관해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현대에 오면

서 리듬은 그 이전시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작품에 생

명력(vitality), 복잡성(complexity), 다양성(variety), 탄력성(flexibility)을 부

여하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새로운 리듬 및 박자의 효과를 추

구하던 작곡가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마디 줄의 압력(the

tyranny of the bar line)’을 제거하였다(Miller, 1991, pp. 192-193).

20세기 작곡가들의 작품에서 종종 발견되는 불규칙 박자(irregular meter),

변박자(changing meter), 복합박자(polymeter), 무박자 음악(nonmetric music)

등은 ‘마디 줄의 압력’을 벗어나려는 작곡가들의 창의적인 리듬어법실험에

의해 탄생한 중요한 산물이었다.

스위스 출신 Frank Martin(1890-1974) 역시 리듬을 깊이 탐구했던 20세

기 작곡가였다. Martin의 리듬에 대한 관심은 그로 하여금 신체활동을 통

1) 본 연구는 2015년 한국달크로즈저널 제25호에 실린, 본 연구자의 소논문 “프랑

크 마르탱의 <8개의 피아노를 위한 프렐류드> 중 제 4번의 박과 리듬 분석에

기초한 효과적인 연주를 위한 제언”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결과물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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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리듬과 음악 표현력 계발을 추구하는 달크로즈 음악학교2)(Institut de

Jaques-Dalcroze)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1926년부터

1937년까지 그곳에서 본격적인 리듬 연구를 수행하였다3). 달크로즈 음악학

교에서 교수로서도 활동했던 Martin은 이곳을 떠나 네덜란드로 이주한 이

후에도 달크로즈 교수법에 관련된 저술활동을 지속했고, Dalcroze가 직접

자신의 진정한 후계자로서 Martin을 거론할 정도4)로 달크로즈 교수법에

정통한 인물이었다.

Martin의 리듬에 대한 관심은 작품으로 나타났고, 관현악 작품 <리

듬>(Rythme, 1926), 피아노 작품 <리듬적 연습곡>(Etude rythmique en

hommage à Jaques-Dalcroze, 1965), 그리고 <플라멩코 리듬에 기초한 판

타지>(Fantaisie sur des rythmes flamenco, 1973)등은 작품의 표제에서도

리듬이란 용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Martin은 총 7곡의 피아노 작

품을 작곡하였는데 그 중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8 préludes pour le

piano, 1949)는 피아니스트 Dinu Lipatti(1917-1950)를 위해 작곡된, 높은

기교가 요구되는 Martin의 대표적인 피아노 독주 작품이다. 이 작품의 표

제에는 ‘리듬’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형태의 박의 조

2) 달크로즈 음악학교는 Emile Jaques-Dalcroze(1865-1950)가 제네바에서 1915년

에 설립한 학교이다(http://www.dalcroze.ch, 검색일: 2017. 6. 5). 이하 Institut

de Jaques-Dalcroze의 원어 표기는 IJD로 통일한다.

3) “리듬 연구에 몰입하고 있었던 본래 나의 열정이 달크로즈음악학교로 나를 이

끌었다”(IJD, 1995, p. 25). 이런 내용으로 볼 때 Martin은 Dalcroze를 만나기

전부터 리듬에 대한 탐구를 하고는 있었지만, 달크로즈음악학교에서 리듬을 본

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4) Dalcroze와 Martin이 1948년경 주고받은 서신을 보면, Dalcroze는 Martin을 자

신의 후계자로서 달크로즈 교수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동시에 앞으로 더 창조적

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로 표현하고 있다(IJD, 1995,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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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근거로 불규칙박자, 변박자, 복합박자, 무박자 등 다양한 박자가 발견

되며 리듬의 구체적 사용에서 Dalcroze의 영향이 엿보인다.

그러나 Martin의 피아노 작품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권택천, 2006;

엄미연, 2004; 장유림, 2009; Collins, 1979; Martin, 1978; Pak, 2014)은 전반

적인 작품 양식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 연구였으며 리듬 분석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드물게 리듬 작곡 기법을 중점적으로

다룬 Rubinoff(2011)의 논문은 1924-1937년에 작곡된 작품들에 한정되어

있어 1949년에 작곡된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Martin은 음악 교육이 대위법과 화성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충분한 리듬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리듬을 수학적으로만 계산하는 음악

가는 리듬의 음영이 온전히 반영된 생명력 있는 음악을 창조해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IJD, 1995, pp. 36-37). Martin이 강조한 ‘수학적인 계산에 의한

리듬의 표현이 아닌 음영이 온전히 반영된 리듬의 표현’은 음악교육자로서

Dalcroze가 평생을 두고 연구한 과제였고 이는 Dalcroze의 스승인 Mathis

Lussy(1828-1910)5)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철학이기도 했다.

Dutoit-Carlier는 “1874년에 출판된 Lussy의 책 <음악적 표현에 대한 개

론>(Traité de L’expression Musicale)은 Dalcroze로 하여금 아고긱

(agogic) · 다이내믹(dynamic)의 뉘앙스 그리고 감정(pathetic) · 리듬

(rhythmic) · 화성(harmonic) · 선율(melodic) 악센트에 대한 연구를 확신

을 가지고 하도록 만든 책 이었다”(Moore, 1992, p. 32에서 재인용)라고 하

5) Lussy는 19세기의 스위스 출신 음악가이자 피아노 교사였으며 파리에서 활동

했다. 그의 저서 <음악적 표현에 대한 개론>은 음악의 표현력을 다룬 책으로

서 이전에 한 번도 도표화되어 정리된 적 없는 자연적인 법칙들을 정리한 것을

이유로 음악에 가장 귀중한 공헌을 했다는 평을 얻었다(Spector, 1990).



- 4 -

였다. Dalcroze는 그의 스승 Lussy가 제시한 악센트와 음악표현규칙을 그

의 방식으로 발전시켰고, 3권으로 이루어진 그의 저서 <음계와 조성, 프레

이즈와 뉘앙스>(Les Gammes et les Tonalités, le Phrasé et la Nuancés)

에서 악센트관련규칙, 프레이징관련규칙, 뉘앙스관련규칙을 제시하였다

(Spector, 1990).

따라서 Lussy, Dalcroze, Martin으로 이어지는 스위스 출신 음악가의 철

학들에 대한 이해는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의 리듬분석을 음악적 표현

과 연계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시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에 본 연구는 Martin의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를 리듬적인 측면에

서 재조명하고, 음악적인 연주를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 8개 프렐류드의 리듬분석도구로 Dalcroze의 리듬이론과 Lussy의 음

악표현에 대한 철학이 적용되었고, 분석된 리듬의 효과적인 연주를 돕기

위해 신체 움직임을 활용한 연습 방법과 제 3번과 제 4번의 플라스틱 아니

메(plastique animée)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Dalcroze가 창안한 플라스

틱 아니메는 음악 작품을 분석하고 이해한 내용을 신체 움직임으로 구성하

여 공연의 한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을 뜻하는 용어인데, 이는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머릿속에 생성하고 해당 움직임을 근육 속에 저장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프렐류드 제 3번은 느린 템포에서 선율선에 따라 박

자․리듬․감정 악센트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제 4번은 마디마다 요동

치며 바뀌는 박의 변화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경험하기 좋으므로 대조적

인 두 악곡에 한하여 플라스틱 아니메를 진행한 것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한다. 더불어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 전곡 독주회와 제 3번과 제 4번의 플

라스틱 아니메 공연을 진행한 개인적인 경험이 연구의 토대가 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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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리듬의 어원과 개념

리듬은 그리스어 ‘리트모스’(rhythmos)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원상의 의

미로는 ‘끊임없는 흐름’ 또는 ‘분절적인 움직임’ 두 가지의 견해가 존재한다

(London, 2011, p. 277). 따라서 리듬에 관한 수많은 정의들에는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 핵심어로 떠오른다.

London(2011)은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던 고대 그리스 시대

에는 천체의 규칙적인 움직임에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체의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시간으로부터 음악의 리듬이 파생되었다”(p. 301)고 하였다. 20세

기 작곡가 Messiaen(1994)은 리듬이란 ‘물결처럼 매번 똑같지 않고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지만 영원히 계속되는 반복적인 움직임’이라고 설명했고,

Dalcroze(1916)는 리듬이 원초적으로 신체의 움직임에서 발생하였다는 사

실을 강조하였다. 그 외 Plato는 ‘움직임의 배열(ordonnance)’로, Sachs는

‘따라잡는 힘, 무엇인가를 형성하는 힘, 그 위에 음악의 숨통 자체가 되어

미적 체험의 최고 높은 곳에 있는 것’으로, Vincent d’Indy는 ‘공간과 시간

의 개념 안에 존재하는 질서와 비율’이며 ‘차례로 연속되는 음의 시간적 과

정을 우리가 쉽게 감득할 수 있는 시간 단위에 관계시킴으로써 질서를 확

립한 것’이라고 표현했다(남덕순, 2009; Messiaen, 1994; Sachs, 1953).

한편, <하버드 음악사전>(Harvard Dictionary of Music)에서는 ‘리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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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움직임의 순서와 그 패턴’(Randel, 2003, p. 700)으

로 제시되어 있고,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서

는 ‘강하고 약한 요소가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움직임’으로 정의

했으며(London, 2011, p. 277에서 재인용), <그로브 음악사전>(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에서는 ‘음의 길이와 그 패턴에 관련

된 용어’(London, 2011, p. 277)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Fassler의 말처럼, 리듬을 한 단어로 정의내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London, 2011, p. 277). 결국, 이 모든 설명을 종합하여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이 리듬을 정의내릴 수 있겠다.

‘리듬이란 장, 단의 배열과 조합에 관련된 것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강, 약의 해석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음악의 운동성과 방향성을 갖게

하는 힘, 시간의 흐름 안에서 음악의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힘’이다. 이런

개념적 정의를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Martin의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

에 나타난 리듬적 특징을 고찰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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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rtin의 생애와 리듬탐구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난 Martin은 정식 음악학교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6), Joseph Lauber(1864-1952)로부터 피아노, 화성학, 작곡을 배우

면서 독일의 전통적 음악을 배웠다7)(Billeter, 2001, p. 908).

또한 그의 초기 작품을 살펴보면 낭만주의 음악가인 Frédéric Chopin

(1810-1849)과 Robert Schumann(1810-1856), César Frank(1822-1890)의

영향도 그의 초기 작품에서 발견된다(Billeter, 2001, p. 908). 1917년 이후의

작품에서는 지휘자 Eernest Ansermet(1883-1969)와의 교류를 통해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을 소개받은 후 Maurice Ravel(1875-1937)과 Claude

Debussy(1862-1918)의 음악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발견된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 Martin은 취리히와 로마 등을 여행하고

파리에 2년간 머무르면서 비서구권의 리듬 어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 시기에 작곡된 대표적 작품으로 <아일랜드 선율을 차용한 트리오>

(Trio sur la Mélodie Irlandaise, 1925), <리듬>(1926) 등을 꼽을 수 있다.

19세기 낭만주의의 음악어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길을 리듬에서 찾고

자 했던 Martin은, 리듬에 대한 탐구심으로 인해 당시 Dalcroze가 주장하

던 리듬이론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wiss Romande TV8),

1970, http://www.rts.ch). Martin은 1926년부터 2년 동안 제네바에 있는

6)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제네바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학

업을 도중에 그만두었다(Billeter, 2001, p. 908).

7) 특히 그의 작품 속에서 쉽게 발견되는 대위적인 어법과 바흐 특유의 반음계적

선율 처리는 바흐 음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Pak, 2014, p. 2).

8) 이하 불어식 표기를 따라 RTS로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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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크로즈 음악학교에서 수학한 후 10년동안 그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한편, 1930년대 초반부터 자신만의 어법을 탐색하기 위해 고민이 많았던

Martin은 Arnold Schönberg(1874-1951)의 12음기법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Martin, 1990, p. 16). 하지만 그는 Schönberg의 12음기법의 원칙을 엄격

하게 지키지는 않았으며, 조성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의 미학

에 동의하지 않았다(Billeter, 2001, p. 908). 12음 기법을 활용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피아노 협주곡 제1번>(First Piano Concerto, 1933–4), <다

섯 대의 현악기를 위한 랩소디>(Rhapsodie for five strings, 1935)가 있다.

한편 제네바 음악원(Conservatoire de Genève), 달크로즈 음악학교

(1928-1938 재직)·테크니쿰 모데르네(Technicum Moderne, 1939년까지 재

직), 쾰른 음대(Hochschule für Musik und Tanz Köln, 1950-57 재직) 등

에서 가르치는 일을 병행하기도 했던 Martin은 1946년 배우자인 Maria

Martin9)의 모국 네덜란드에 새롭게 정착한 후, 작품 활동에 주력하기 시작

했다. 그 이후 <골고다>(Golgotha, 1948)를 포함한 다수의 작품을 통해 원

숙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 역시 네덜란드 시기의 작품으로 Martin 특유

의 작곡 기법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Billeter, 2001, p. 909). 특히 제 4

번은 불규칙 박자의 특징이 두드러져서 Dalcroze의 리듬이론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Hinson, 2014, p. 481).

다른 장르에 비해 Martin의 피아노 독주 작품은 그 수가 많이 않은데

<표 1>에서 보다시피 규모가 작은 소품 위주로 작곡되어 작품의 규모 면

에서도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가 가장 두드러진다.

9) 1940년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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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Martin 피아노 독주 작품

연도 작품명 연주시간

1933 Guitare 8분

1941 Danse grave 3분

1947-48 8 Préludes pour le piano 21분

1952 Claire de lune 3분

1965 Etude rythmique 2분 30초

1965 Esquisse 3분 15초

1973 Fantaisie sur des rythmes flamenco 14분

한편 Rubinoff(2011)는 Martin이 리듬에 집중했던 1924-37년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리듬적 특징들을 ① 불규칙 박(unequal beats10)) ② 리듬적 대위

(rhythmic counterpoint) ③ 변박자(changing metre) ④ 복합박자

(polymetre) ⑤ 아나크루식 리듬(anacrusic rhythm) ⑥ 당김음

(syncopation) ⑦ 리듬 변환(rhythmic transformation)11)의 7가지를 꼽았는

데,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 또한 이러한 리듬적 특징들이 발전되고 있

는 모습이 관찰된다.

따라서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가 대표적인 피아노 독주용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피아노에서 표현되는 그의 농익은 리듬작곡기법을 살펴보기

에 매우 적절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10) 불규칙한 박이 나타나는 음악을 일반적으로 ‘불규칙 박자’(irregular meter) 혹

은 ‘부가 리듬’(additive rhythm)이라 일컫기도 하지만(최연선, 2012, pp. 22-23),

달크로즈 교수법에서는 박에 보다 초점을 두고 ‘불규칙 박’(unequal beat)의 용

어를 사용하여 수업주제로 다룬다. 본 논고에서는 박에 보다 초점을 두고 진행

되었으므로 ‘불규칙 박’(unequal beat)으로 용어를 통일함을 명시해둔다.

11) 자세한 용어 개념 설명은 ‘Dalcroze의 리듬이론’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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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lcroze의 리듬이론과 플라스틱 아니메

1) 달크로즈의 리듬이론

Martin은 연주자나 작곡가들이 리듬감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리듬의 원

천인 신체를 훈련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왜 유리드믹스(eurhythmics)인가? 우리의 신체는 리듬이 깃들어 있는 본

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신체 동작을 통해 음의 길이에 따라 달라

지는 근육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젊은 음악가들의 리듬감을 계발할 수 있다

(IJD, 1995, p. 5).

유리드믹스(eurhythmics)는 Dalcroze가 창안한 교수법의 3대 영역(유리

드믹스 솔페즈 즉흥연주)중 하나로서, 음악에 우선하는 요소가 리듬이며,

음악의 리듬은 인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

는 음악 교육 방법이다(Choksy et al., 2001, p. 40). Dalcroze는 제네바음악

원 교수시절, 악기 테크닉이 뛰어난 학생이라도 음악을 느끼고 표현하는

일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정신과 신체, 느낌과 표현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 이는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

니라 지각 있는 전문연주자들에게도 발생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한 그

는 음악적 지식을 음악에 대한 진정한 이해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함을 인

식했다. 그런데 템포에 맞게 연주하지 못하는 학생도 별 생각 없이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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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고 규칙적으로 걸을 수 있으며,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자연스럽게 고개

를 끄덕이거나 손을 두드리거나 하는 신체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하

면서, 그는 결국 학생의 신체 자체가 훈련을 필요로 하는 일차적인 악기라

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유리드믹스는 ‘신체가 지닌 자연스러운

리듬을 다듬어가고, 그러한 신체의 자율성을 통해서 뇌에 정확한 리듬에

대한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리듬에 초점을 맞춰 세밀

한 차원의 리듬 개념들을 다루고 이와 관련된 음악적 표현 요소들을 신체

활동을 통해서 학습하고 체득하도록 이끈다(Dalcroze, 1916, pp. 5-6).

한편 Dalcroze의 스승이었던 Lussy는 음악적 소리에 중요성과 활력을

주는 요소를 글로 정리한 자신의 저서에서, 박자 악센트(metric accent)․

리듬 악센트(rhythmic accent)․감정 악센트(pathetic accent)를 구분하여

언급한 바 있다(Lussy, 1874, p. 11). 박자 악센트는 각 마디의 첫 박을 강

조하는 것, 리듬 악센트는 박자에 상관없이 리듬 조합(rhythmic group)의

첫 음 혹은 마지막 음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감정 악센트는 표현 악센트

(expressive accent)라고도 불리며 조성, 박자, 리듬의 규칙적인 진행을 깨

트리는 음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Lussy, 1874, p. 11). Lussy의 영향을

받은 Dalcroze는 리듬을 신체로 표현하는 것과 다양한 악센트를 통한 음악

적 표현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유리드믹스 수업에서

는 리듬적 요소 뿐 아니라 악센트와 뉘앙스와 같은 음악의 표현적 요소가

함께 다루어진다. 그리고 이 모든 주제들은 ‘시간-공간-에너지’의 상관관계

이해를 토대로 한 다양한 신체 움직임과 연계되어 교육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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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크로즈 교수법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달크로즈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네바달크로즈이사회’(le Collège de l’Institut Jaques-Dalcroze)12)가 달크

로즈 교수법의 핵심내용을 정리해 발표한 <달크로즈 정체성>(The

Dalcroze Identity)에서는 유리드믹스 수업에서 다루는 음악과 움직임에 관

련된 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le Collège de IJD, 2011).

음악과 움직임 관련 수업 주제

펄스와 템포 (pulse and tempo)

박과 마디 (beat and measure)

박자

(meter)

변박자(changing meter)

불규칙 박(unequal beat)

박자의 변형(metrical transformation)

박의 그룹핑(beat grouping)

-12음 나누기(equal subdivisions of 12 quavers) 등

복합박자(polymetry)

음의 길이(duration)

리듬 패턴(rhythm pattern)

리듬 프레이즈(rhythmic phrase)

복합리듬(polyrhythm)

부가리듬(additive rhythm)

보충리듬(complementary rhythm)

시간(timing)

아나크루시스/크루시스/메타크루시스(anacrusis/crusis/metacrusis)

프레이즈와 프레이징(phrase and phrasing)

<표 2> <달크로즈 정체성>에 제시된 음악과 움직임 관련 수업 주제

12) Dalcroze의 본래의 정신을 이어가고 달크로즈 교수법의 국제적 확산과 적용을

위해 구성된 달크로즈 전문가들의 협회이다(http://www.dalcroze.ch, 검색일:

201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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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앙스(nuance)

다이내믹(dynamics)

아고긱(agogic), 

촉각(tactile), 

텍스처(texture), 

강도(density), 

음고(pitch),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 

반복과 대조(repetition and contrast)

쉼표, 공간, 휴지(silence/space/repose)

악센트, 변화, 강조

(accents/change/emphasis)

박자(metric)

아고긱(agogic)

감정(pathetic)

화성(harmonic)

선율(melodic, pitch) 

악센트(accent)

크로스리듬과 당김음(cross-rhythm and syncopation)

선율, 다성음악, 화성(melody/polyphony/harmony)

카논(canons)

확대, 축소

(augmentation/diminution)
2배/3배 빠르게 혹은 느리게

시간-공간 나누기(divisions of time and space)

형식, 악절, 형태, 음악구조(form/period/shape/musical structures)

공간의 사용(use of space)

시간-공간-에너지(time-space-energy)

<표 2>의 내용에서 박자 관련 항목만을 재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박자 관련 항목

박자 관련 항목

1  펄스(pulse)와 박(beat)

2  크루시스/아나크루시스/메타크루시스(crusis/anacrusis/metacrusis)

3  변박자(changing meter)

4 불규칙 박(unequal beat)

5  박자 변형(metrical transformation)

6  박의 조합(beat grouping)

7  복합 박자(poly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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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3>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달크로즈는 박을 느끼고 표현하는 활

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펄스(pulse)를 음악 안에서 감지되는 규칙

적인 자극이라고 한다면, 박자의 맥락에서 음악의 규칙적인 기본단위는 박

(beat)이다(Cooper & Meyer, 1960, p. 3). 강박과 약박의 규칙적인 반복과

그 조합에 의해 박자(meter)가 발생하며, 마디 내에서 박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성질을 갖는다. 곧, 에너지가 분출되는 크루시스(crusis), 크루시스

를 준비하며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아나크루시스(anacrusis), 크루시스의 에

너지의 반동으로 수평적으로 흐르거나 에너지가 약화되어 사라지는 메타크

루시스(metacrusis)로 구분된다(Choksy et al., 2001, p. 53). 한편, 2박자의

경우에는 메타크루시스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박자에 비하여 긴박하고

빠른 음악 흐름이 발생한다.

또한 Dalcroze는 박의 조합을 해석하는 일을 중요하게 다뤘으며, 기존의

숫자로 표시되는 박자표가 기본박을 표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

여 기본박을 나타내는 음표를 사용한 새로운 박자표를 제시하였다(IJD,

1995; Sachs, 1953).

<그림 1> Dalcroze가 제시한 박자표

  (IJD, 1995, p. 46)

Dalcroze의 이러한 박자표기에 영향을 받은 Martin은 실재(實在)하는 박

을 인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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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박자나 6/16박자의 경우 박자표에는 나 을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지

만, 실제로 빠른 템포의 곡에서는 나 를 기준으로 지휘하지 않는 이유는

음악적이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악 안에 실재하는

박은 . 나 .이 되어야 한다(IJD, 1995, pp. 45-46).

특히 Dalcroze는 펄스를 조합하여 만들어지는 박의 그룹핑에 따라 악센

트의 위치가 변동하는 ‘12음 나누기’(divisions of 12 quavers)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이 활동은 박의 그룹핑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 차별

되게 적용되는 움직임의 공간과 에너지의 변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매우

창의적인 수업주제이고 Martin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된 부분

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그림 2).

<그림 2> 12음 나누기(divisions of 12)

  (Choksy et al., 2001, p. 60)

또한 Dalcroze는 박자를 변형하여 박의 그룹핑이 달라짐에 따라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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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이 가졌던 악센트의 위치가 달라지는 ‘박자 변환’(metric transformatio

n)13)도 매우 비중 있게 다루었는데 이 역시 박의 조합에 따라 악센트의 위

치가 이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주제이다. <그림 3>은 박자가

3/4박자에서 6/8박자로 변형되면서 박의 조합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리듬

악센트가 바뀌는 예를 보여준다.

<그림 3> 박자 변환(metric transformation)

(Choksy et al., 2001, p. 60)

그 외 20세기 작곡가들이 즐겨 사용한 변박자, 불규칙 박, 복합 박자 모

두 유리드믹스 수업에서 악센트의 이동에 따른 시간-공간-에너지의 상관

관계를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한 주제로 즐겨 쓰이는 주제들이다.

한편, 박의 조합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가 아닌 길고 짧은 소리, 다시 말

해서 음의길이에 기초해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변화와 관련된 항목만을 정

리하면 리듬과 관련된 항목만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13) Abramson의 경우, 유사한 개념을 두고 ‘리듬 변환’(rhythmic transformation)

이라 명명하였으며, Rubinoff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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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리듬 관련 항목

리듬 관련 항목

1 음의 길이(duration)

2 리듬 패턴(patterns)

3 리듬 프레이즈(rhythmic phrase)

4 복합 리듬(polyrhythm)

5 부가리듬(additive rhythm)

6 보충 리듬(complementary rhythm)

7 당김음 & 크로스리듬(syncopation & cross-rhythm)

8 축소와 확대(diminution & augmentation)

음악에서는 리듬 패턴에 의한 리듬 악센트와 마디에 의한 박자 악센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는데, Martin은 20세기 음악의 극단적인

몇몇 경우에는 마디가 리듬을 통제하기보다는 감히 리듬이 마디를 결정한

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표현했다(IJD, 1995, p. 78). 따라서 Martin은 가변

성이 있는 마디줄을 활용하여 작곡한다면 연주자들이 리듬 악센트를 해석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IJD, 1995, p. 78).

Dalcroze는 또한 박자 악센트와 함께 아고긱 악센트의 적용을 강조하였

는데, 당김음(syncopation)은 규칙적인 박의 위치보다 음이 일찍 선행되어

나오거나 지연되어 뒤늦게 나오는 경우, 그리고 약박에 긴 음가가 배치되

는 경우에 해당되며 아고긱 악센트가 적용이 된다. 또한 두 성부 사이에

존재하는 박의 조합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폴리리듬의 일종인 크로스리듬

(cross-rhythm)은 당김음과 함께 박자 악센트를 흩뜨리는 대표적인 리듬

요소라 할 수 있다.

<표 4>에서 발견되는 ‘보충 리듬’(complementary rhythm)은 <그림 4>

에서 보듯이 기본 성부의 리듬에서 음이 길게 유지되거나 쉼표로 인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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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빈 공간을 채우는 리듬 패턴이 제2의 성부에서 연주되는 경우를 일

컫는다(Choksy et al., 2001, pp. 57-58).

<그림 4> 보충 리듬

악보에 표기된 리듬
    

숨어 있는  리듬
      

 (Choksy et al., 2001, p. 58)

또한 <표 4>에서 다뤄지진 않았으나 두 성부가 동일한 진행이나 ‘선율+

반주’와 같은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고 각각 수평적으로 독립적인 리듬 진행

을 보이는 경우를 특별히 일컬어 ‘대위적인 리듬’(rhythmic counterpoint)14)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임을 밝혀둔다.

<표 5>는 음악적 표현에 관련된 항목으로 선율과 화성(대위법 포함), 프

레이즈와 형식 등을 포함한 음악 전반적인 특징들과 함께 악센트와 뉘앙스

의 요소까지 아우르고 있다.

14) Abramson이 정리한 Dalcroze의 리듬 요소 34가지에는 ‘대위적인 리듬’

(rhythmic counterpoint)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제네바달크로즈이사회’가 정리

한 <표 3>에서는 이 개념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다성음악(polyphony)에 포함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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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표현 관련 항목

표현 관련 항목

1 프레이즈(phrase)

2 뉘앙스(nuance): dynamics, agogic, tactile, texture, density, articulation

3 악센트(accent)

4 반복과 대조(repetition & contrast)

5 선율(melody)/다성음악(polyphony)/화성(harmony)

6 카논(canon)

7 형식(form)

8 공간의 사용(use of space)

9 시간-공간-에너지(time-space-energy)

Dalcroze는 Lussy의 영향을 받아 ‘감정 악센트’ 혹은 ‘표현 악센트’에 대

하여 많은 연구를 하였으며, 음악의 뉘앙스와 관련해서 화성과 리듬의 관

계, 화음과 강세의 관계, 아고긱과 다이내믹의 관계, 터치와 듣는 것의 관

계를 연구였다(Dalcroze, 1980, p. 79). 이러한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과 그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악센트는 소리에 음영을 불어넣는 작용을 한다.

악센트는 음이나 화음이 선행음이나 후행음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현상

을 일컫는다(Thiemel, 2001, http://www.oxfordmusiconline.com). <표 5>

에서는 Lussy가 분류한 큰 범주의 악센트 세 가지 외에 추가적인 악센트

를 소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악센트들을 열거할 수 있다.

악센트 기호로 표시되고 다이내믹의 크기가 강조되는 ‘다이내믹 악센트’

(dynamic accent), 선율의 음높이에 따라 발생하는 ‘토닉 악센트’(tonic

accent), 화성적으로 불협화음에서 발생하는 ‘화성 악센트’(harmonic

accent), 텍스처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텍스처 악센트’(textural accent),

장식음에 의해 강조되는 ‘장식음 악센트’(ornamental accent) 등이다

(Randel, 2003; Choksy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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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앙스는 음색과 연결되며, 소리의 미묘한 질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 위

의 <표 5>에서는 이러한 뉘앙스가 다이내믹, 아고긱, 촉각, 텍스처, 강도,

음고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분류하고 있으며, Dalcroze는 Lussy의 영향으

로 이와 같은 음악적 표현과 감정 악센트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연구하

였다.

또한 리듬을 시간-공간-에너지의 맥락 안에 존재하는 움직임으로 보았

던 Dalcroze는 중력의 법칙 안에서 리듬을 정확하고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시간-공간-에너지의 정확한 비율에 대해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였

다(Choksy et al., 2001, p. 45). 신체적으로 최소의 노력을 들여 최대의 효

과를 내기 위한 움직임의 법칙, 곧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공간 안에서 특

정한 힘(force)을 사용하는 것을 일컬으며, 정확한 시간이란 소리의 스피드

나 템포, 정확한 공간이란 소리의 길이, 특정한 힘은 소리의 다이내믹 에너

지와 연결된다(Choksy et al., 2001, p. 45). 특히 에너지란 Fassina(2003)의

표현을 빌리자면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연주를 발생시키는 힘이며, 손가

락을 통해 전달되어 건반에 도달함으로써 소리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요소

라고 설명할 수 있다(pp. 48-52). 결론적으로 본 논고에서는 신체 기관을

통해서 피아노 건반으로 전달되는 소리를 발생시키는 힘을 에너지로 규정

하고 이러한 에너지의 적용에 따라 소리의 질이 달라지며, 이것은 악센트

의 표현으로 연결되어 소리에 뉘앙스가 발현되도록 한다고 정리한다.

이제까지 살펴 본 개념들은 Martin이 Dalcroze의 리듬이론으로부터 영향

을 받은 바, Martin의 리듬 어법을 관찰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써 활용될

것이며, 용어 사용의 명확함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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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라스틱 아니메

Dalcroze(1916)는 연주에 나타나는 부정확한 리듬의 문제, 곧 템포가 규

칙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거나 가속이나 감속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반응하

지 못하는 것, 음악의 시작과 마무리 지점에서 너무 빨리 처리하거나 너무

늦게 도달하는 타이밍 조절의 문제들, 박자 악센트와 감정 악센트를 주어

진 지점에서 적절하게 표현해내지 못하는 증세들은 ‘모두 음악을 이해한

내용과 실현하는 능력이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라고

설명하였다. 대개의 경우 “머리가 해당 동작을 수행해내기 위해 필요한 적

절한 지시를 근육으로 재빠르게 내려 보내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뇌의 명

령을 충실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신경계의 문제이거나, 근

육이 정확한 동작을 수행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Dalcroze, 1916,

p. 7)고 그는 설명한다.

따라서 연주자가 이해한 음악적 내용을 악기에서 떠나 신체의 움직임으

로 적용해보는 것이 연습에 도움이 된다. Bruser(2002)는 좋은 리듬감을

얻기 위해 박자를 세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으며 악기 없이 일어서서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노래를 부르면 그 곡이 갖는 서정적이고 리드

미컬한 에너지를 몸으로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p. 223). 또한

Price(1999)는 앙상블 연주에서 발생하는 연주자간 리듬의 불일치 문제도

연주자들이 집착적으로 박자를 세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박자를 셀

경우 머리에서 손으로 명령이 내려지는 과정 가운데 1초 정도의 시간적 공

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p. 64). 실제적인 연습 방법으로 그는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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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로 연주하지 않은 채 악보에서 읽고 상상한 음악을 입에서 나는 다양

한 음절들로 표현하거나 작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리듬에 따른 동작으로

표현해 볼 것을 권유한다(Price, 1999, p. 65). 이를 통해서 작품의 자연스

러운 리듬을 이해하게 되고 앙상블 연주자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Findlay(1971)가 언급한 “몸은 과학적으로 시간을 측정하진 못하

지만 근육조직으로 느낀 리듬의 경험은 눈이나 귀로 인한 것보다 더 믿음

직스럽다”(p. 16)라는 말은 이들의 의견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

신체 움직임을 활용해 연습하는 방법과 같은 맥락에서 일찍이 Dalcroze

는 음악 작품을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표현해내는 입체적인 음악 분석의 방

법으로서 ‘플라스틱 아니메’라는 교수 영역을 창안하였으며, 학생들이 자신

의 교수법을 통해 배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여 이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

했다. 일종의 코레오그라피(choreography)라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아니메

는 실제의 시간 안에서 이행되는 ‘살아있는 분석’을 추구한다(Greenhead &

Mathieu, 2016, p.119).

… 연주가들은 자기 자신이 악기 자체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타인이나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타인

과 소통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Dalcroze, 1916, p. 14)

그는 이런 방식의 교육을 통하여 음악이 각자에게 스며들게 되며 감각기

관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고 예술가의 영혼에 숨겨져 있던 내면의 음악을

일깨워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했다(Greenhead & Mathieu, 2016,

p.119). 궁극적으로 음악인들의 표현력 있는 연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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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는 플라스틱 아니메에서는, 공간의 사용과 방향, 몸의 방향과

무게를 이용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시간-공간-에너지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움직임을 훈련한다(Collège de l’IJD, 2016, p. 119).

또한 음악의 부분이나 성부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움직이는지, 음악이

종지를 향해 어떻게 흘러가는지, 프레이즈와 형식, 다이내믹과 텍스처 등

음악의 특징을 움직임으로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이해한 음악을 타인에게

전달한다(Collège de l’IJD, 2016, p. 119).

유리드믹스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음악을 듣고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몸으로 그 음악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플라스틱 아니메는 특정

작품을 선정하여 “음악을 분석한 후 작곡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요소들을

움직임으로 표현한 것을 작품으로 정형화시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음악을

통해 느낀 것을 보여 준다”(유승지, 2012, p. 61)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플라스틱 아니메는 연주자에게 있어서 연주하고자 하는 작품을 더 잘 이해

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적용이 가능한 영역이며,

본 논고에서는 마르탱의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를 리듬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연주제언의 한 방법으로써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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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 리듬분석

1. 작품 개요

프렐류드는 본래 특정한 작품이 연주되기 전에, 소개하고자 하는 작품과

동일한 선법이나 조성으로 연주되던 즉흥성을 띤 기악곡을 일컫는 용어였

다(Ledbetter & Ferguson, 2001, p. 291). 18세기에 J. S. Bach가 작곡한

<평균율곡집>(The Well-tempered clavier, BWV 846-869, 1722) 제 1권에

수록된 프렐류드는 24개의 모든 조성으로 된 최초의 건반악기를 위한 프렐

류드 작품으로서 제 2권(1742)과 함께 후대 프렐류드 작품에 큰 영향을 미

쳤다. 한편, Chopin 역시 24개의 조성으로 된 <프렐류드>(Préludes, op.

28, 1836-39)를 작품으로 남겼으나 그의 작품은 이전 시대의 프렐류드와는

다르게 비교적 짧은 길이로 이루어진 표제가 없는 성격소품의 한 형태로

변모되었다(Ledbetter & Ferguson, 2001, pp. 291-293).

20세기 즈음이 되자 프렐류드는 작곡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특별

한 기능 없이 특정한 분위기나 음악 형태 혹은 기교적인 문제를 탐험하기

위해서 작곡되었으며, 재즈나 민속 음악, 춤곡 등 다양한 범위의 음악들로

부터 영향을 받은 소품들의 모음곡 형태로 자리잡았다(Ledbetter &

Ferguson, 2001, p. 293). 그중에서도 Debussy의 <프렐류드>15)(Préludes

Ⅰ & Ⅱ, 1911/1913)는 표제가 붙은 인상주의적인 작품으로서 독보적인 위

15) Debussy의 프렐류드는 12곡씩 두 권으로 구성되어 총 24곡이 발표되었지만

Bach나 Chopin처럼 조성을 염두에 두고 작곡된 작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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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차지하며, Schönberg의 <피아노 모음곡>(Piano suite, op. 25, 1921)

에 수록된 프렐류드는 12음기법이 처음으로 시도되어 조성에서의 탈피를

본격적으로 꾀한 작품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파리에서

각각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8 préludes pour piano)를 발표했던

Messiaen(1928-1929)과 Martinů(1930)의 작품은 드뷔시의 영향과 재즈의

영향이 큰 특징으로 나타난다.

Martin의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는 20세기 피아노 소품 모음곡의 형

태에 해당되며, 본래 피아니스트 Lipatti의 연주를 보고 영감을 받아 그를

위한 피아노 작품으로 구상되었다16). Martin은 개별적인 성부가 각각의 독

특한 음향과 색깔로 독립적으로 들리도록 연주하는 리파티만의 특별한 터

치를 높이 평가했으며, 이를 작품에 반영하였다(Martin, 1990, p. 120).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에서는 ‘B-A-C-H 동기’(독일어로 ‘B♭-A-C-B’ 를

의미하는 음형)에서 파생된 선율 동기가 주제 선율로 사용되었다(악보 1).

<악보 1> B-A-C-H 동기

제 1번의 경우 선율은 ‘단2도 하행-장3도 상행-단2도 하행’의 간격으로

나타나며 ‘B-A-C-H 동기’의 단3도 상행 음정이 장3도 상행으로 변형되었

16) 본래는 12곡의 프렐류드로 계획되었다가 8곡으로 정리하게 되었다. Lipatti는

Martin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2년여의 시간을 두고 준비해서 공공 연주회에서

연주하겠노라 약속했지만, 곧 백혈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한 번도 연주할 기

회를 갖지 못했다(Martin, 1990, pp. 1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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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악보 2). 제 1번에 나타나는 주제 선율은 8개의 프렐류드 전체에 걸쳐서

변형되어 활용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 B-A-C-H 동기의 원형과 음정 간

격이 일치하는 음형도 함께 사용되었다.

<악보 2>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 제 1번 주제 선율

또한 제 1번의 선율은 Bach의 <평균율 곡집> 제 1권의 제 4번 푸가 주제

를 구성하는 처음 네 음(C#-B#-E-D#)과 음정 간격이 일치한다(악보 3).

<악보 3> J. S. Bach의 평균율곡집 제 1권 제 4번 푸가 주제

한편 Martin은 자신의 작품 경향에 관하여 직접 언급하길, 조성에서 벗

어나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기능 화성을 사용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동

시에 여러 개의 조성이 병치되어 있는 형태에 가깝다고 표현한 바 있다

(RTS, 1970, http://www.rts.ch). Martin의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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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러한 특징이 발견되는데, 8개의 프렐류드 전체를 놓고 보면 중심음은

C#음이다. 제 1번이 c#m 화음으로 시작해서 제 8번이 C#M 화음으로 끝이

나며, 12음기법을 사용한 제 6번은 시작과 종지 화음이 d#m 화음으로 일

치한다. 프렐류드 전체적으로는 공통화음 없이 반음계적으로 ‘미끄러져 지

나가는’ 모호한 화성 진행이 지배적인데, C#음 외에도 부분적으로 중심이

되는 음이나 화음이 조성적 균형을 잡아주는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형식은 비교적 단순한 편으로 주요 선율

의 반복 지점이나 리듬의 상대적 휴지 등을 근거로 각각의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본 작품과 같이 화성의 기능이 약화된 20세기 작품들의 경

우 화성적 종지감을 근거로 프레이즈를 구분하는 기존의 개념을 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가가 길게 머무르는 것, 선율의 하행, 상대적인

협화음으로 해결되는 것 등을 근거로(Berry, 1985, p. 10) 프레이즈를 해석

하고 형식 구분의 근거로 삼았다. 이러한 프레이즈 구분을 바탕으로 파악

한 프렐류드의 형식과 중심화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의 기본 특징 분석표

번호 형식 중심화음

1번 A-B-A′ C#m-Em-A#m-D#M

2번 A-A′-A″ Bm–Em-C#m-Dm→Bm

3번 A-A′-B-Coda
G#M-AM-F#m-AM-G#m

(중심음 G#, 조성모호)

4번 A-A′-A″ C#m-F#m-Am

5번 A-A′-A″ C#m-G#m-F#m-Am-Bm-BM-E♭m-Dm-FM-G#m

6번 A-A′-A″ 12음기법(C#m로 시작과 종지)

7번 A-B-B′-A′ CM-Fm-CM

8번 A-B-A′-C-A″-D-A‴ D#m-F#m-D#m-GM-D#m-GM-Fm-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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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리듬 특징

본 연구에서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의 리듬 분석은 박과 박자를 분석하

는 작업을 기초로 진행되었다. Newman은 음악적 문제의 원천은 대부분

리듬이라고 지적하면서 음악 안에 기본적으로 내재하는 맥박(underlying

pulse)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음악은 어떤 전진적인 움직임이나 혹은 조직

적 느낌을 가질 수 없다고 언급한다(Camp, 1994, p. 21에서 재인용).

Martin 역시 음악 연주에서 박의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926년의

글에서 불규칙 박으로 이루어진 작품을 위해 <악보 4>와 같은 박자표기법

을 제시한 바 있는데, 제 4번의 악보에 이와 비슷하게 박자표기 없이 메트

로놈 표기를 ‘. / /’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악보 5). 이는 이 곡의 박이 . 와  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를 음가의

기본 단위로 적용한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악보 4> Martin의 기본박 표기 <악보 5> 제 4번 메트로놈 표기

   (Martin, 1995, p. 46)

이뿐 아니라 Martin은 제 4번의 악보 하단에 “설사 표기가 되어 있지 않더

라도 ‘ /. / ’ 단위로 박의 배치를 느끼며 연주해야한다”(UE 11973, p.

11)라는 문구를 기입해 놓음으로써 본 악곡의 기본 박이 ‘ /. / ’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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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인지하고 연주하는 것의 중요성을 명시해두고 있는

것이다. <악보 6>과 <악보 7>은 악보 하단에 기본박의 해석과 연주에 관

하여 Martin이 직접 기입한 예시인데, Martin은 마디 6을 기보된 ‘3+3’ 그

대로 연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UE 11973, p. 11). 이는 마디 6을 ‘3+3’으

로 연주하는 것과 ‘4+2’으로 연주하는 것은 악센트의 위치가 달라져 각기

다른 연주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악보 6> 실제 악보 표기(마디 6)   <악보 7> 바람직하지 않은 예(마디 6)  

   (UE 11973, p. 11)

그러므로 프렐류드 제 4번을 비롯한 전체 프렐류드의 기보에 따른 기본

박의 해석은 작곡가의 의도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악보 8>의 제 1마디에서는 둘째 박과 셋째 박을 ‘2+2’박으

로 볼지, 4분할 박으로 볼지 이론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 왼손 성부의

음표 표기법에서 차이가 발견되는 것을 근거로 박을 결정할 수 있다. 같은

리듬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2+2’박(마디 1)은 음표의 꼬리를 나누었고 4분

할 박(마디 27)에서는 하나로 연결시켜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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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2+2박(마디 1) <악보 9> 4박(마디 27)    

이와 같이 Martin은 “실재하는 박이나 내재된 마디(기보된 마디가 아닌)

에 속한 음표들을 하나로 묶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기본박의 해석이나

음악에 내재하는 리듬의 조합을 해석하는 데에 발생할 수 있는 모호함을

해결하고자 했다(IJD, 1995, p. 50). 박의 조합에 음표의 기보를 일치시키는

특징은 다른 프렐류드에서도 세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

는데, 제 6번의 경우에는  /.로 나타나는 기본박에 따라 음표 기보를 이

에 일치시키고 있고(악보 10), 반대로 제 5번의 경우에는 박자 기보대로의

음표 기보가 유지되는 가운데 다른 음악적 요소(선율, 슬러, dolce)들로 인

하여 박의 조합에 변화가 발생한다(악보 11).

<악보 10> 제 6번 마디 3   <악보 11> 제 5번 마디 34

개별 프렐류드의 박과 박자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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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의 박자와 메트로놈 표기

번호 홑박자 겹박자 불규칙 박 기본박

1번
4/4 

2/4

 =52

 =63

2번
2/4 

3/4
 =80

3번 2/2  =48

4번 박자 표기 없음

 =234

 =117

. =78

5번 12/16 . =152

6번 12/8 . =56

7번 3/4 6/8
 =60 

 = 80

8번

18/16

12/16

9/16 

6/16

. =132

<표 7>을 보면 박자표기 외에도 기본박을 나타내는 메트로놈 표시가 제

시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다. 또한 홑박자가 사용된 악곡은 프렐류드 초반

에 배치되어 있고 겹박자는 후반부에 주로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 7번은 홑박자인 3/4박자가 겹박자인 6/8박자로 변박되는 형태, 제

8번은 겹박자를 유지하되 다양한 변박자가 나타나는 형태로 인해 박자 악

센트의 이동이 발생한다. 제 4번은 2분할 박과 3분할 박이 불규칙하게 배

치되어 박의 성질이 충돌하는 모습과 각 마디의 박자가 매순간 달라짐에

따른 박자 악센트의 이동이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악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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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정한 박자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박의 그룹

핑이 발생하는 것이 발견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요소로써 선율, 아티큘레

이션, 셈여림, 템포관련용어, 텍스처의 변화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양손의

특이한 배치도 박의 일반적인 그룹핑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또한 프렐류드 전체적으로 당김음, 쉼표, 붙임줄을 이용한 음가의 변형,

아나크루식 프레이즈, 보충리듬, 크로스리듬, 성부간의 대위적 진행 등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기본박의 배치를 거스르는 요소로 작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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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별 주요 특징

1) 프렐류드 제 1번

(1) 일반적 특징

프렐류드 제 1번의 일반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표 8>와 같다.

<표 8> 프렐류드 제 1번의 일반적 특징

형식 구분 템포 박자 중심화음 연주 시간17)

A(마디 1-17)
G r a v e⟶P l us 

animé-Grave

4/4⟶2/4⟶
4/4⟶2/4⟶
4/4

c#m
2분 45초

B(마디 18-39) Andante 4/4 em

A′(마디 40-43) Grave 4/4 A#m⟶D#M

① 형식

프렐류드 제 1번은 ABA'형식으로 이루어져있다. A부분의 주제 선율은

‘G#-G-B-A#-C#’의 다섯 음으로 구성되며 이전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B-A-C-H 동기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악보 12). 마디 1-4에서

나타나는 이 선율이 하나의 동기를 이루며 A부분(마디 1-17)에서 총 세

번 등장한다. 각각 G#(마디1-5), C#(마디 5-9), F#(마디 15-17)음으로 이동

하여 5도권의 관계로 순환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17) Martin은 악보에 각 곡의 연주시간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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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제 1번 주제 선율(마디 1-4)

B부분(마디 18-39)은 성부 구조면에서 A부분과 구별된다. 제 18-19마디

에 걸쳐서 진행되는 아치형의 선율이 동기를 이루며 반복되고, 단위로
알토와 베이스 성부의 선율이 흐르고 ♩단위로 소프라노와 테너성부가 규

칙적인 당김음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악보 13). 제 27마디에서

는 총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성부가 동시에 연주되는 복잡한 구조로 전환되

면서 B 부분의 클라이맥스를 만들어낸다(악보 14).

<악보 13> 마디 18-19 <악보 14> 마디 27-28

그리고 연결되는 A′부분(마디 40-43)은 주제 선율을 회자하며 곡을 마

무리한다.



- 35 -

② 템포

템포는 형식의 구분과 선율 동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하는 모습이 관찰

되는데, 주제 선율은 Grave로 설정되었으며, A부분과 A′에서 나타난다.

A부분 중에서도 중간에 변형된 선율이 등장하는 마디 8-11에서는 템포가

P lus animée로 잠시 바뀐다(악보 15).

<악보 15> 마디 8-10

A부분이 주제 선율을 중심으로 Grave의 템포를 갖는 것에 반해, B부분

은 A부분에서 제시되지 않은 아치 형태의 새로운 선율 동기가 소개되면서

Andante로 변경되었다(악보 13). A부분에 비해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템포의 변화와 텍스처의 변화가 형식의 구분을 뒷받침하

고 있다.

③ 박자 및 조성

제 1번 전체적으로 4/4박자가 주를 이루며, 주제 선율의 프레이즈 끝에

서 2/4박자로의 변박이 잠시 일어난다(악보 12). 중심화음으로는 c#m 화음

에서 시작되어 이동하다가 D#M 화음으로 갑작스럽게 마무리되는 것이 특

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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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마디 1 시작 화음 <악보 17> 마디 43 종지 화음

(2) 리듬적 특징

프렐류드 제 1번은 1주제가 제시될 때 4/4박자에서 잠깐 2/4박자로의 변형

이 생기긴 하지만 4/4박자에 기초해서 작곡된 작품이다. 하지만 4/4박자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강-약-중간-약의 에너지의 흐름은 리듬패턴의 변형, 당김

음, 보충리듬, 폴리리듬 등의 리듬 작곡 기법을 통해 변형된다. 또한 변형된

박자 악센트는 또 다시 화음, 선율, 셈여림의 변화에 의해 생기는 악센트와

상충되어 긴장감이 가득 찬 분위기로 곡이 진행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악보 18>의 박자 구성을 보면 ‘4/4+4/4+4/4+2/4’박자로 동일하게 반복

됨으로 해서 프레이즈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프레이즈의 효과적

인 표현을 위해 일시적으로 박자를 바꾼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주제선율의

구조를 살펴보면 4/4박자가 가지는 박자 악센트, 주제선율이 가지는 선율

악센트, 화음과 셈여림기호의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악센트가 모두 일치하

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한편 마디 1-2의 G#과 G음은  로 소리가 울리

지만 리듬은  . 으로 표기되어 있다. Martin은 “소리가 나지 않는 상태

에서 그 음을 다시 칠 것”(UE 11973, p. 3)이란 지시를 악보 상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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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소리의 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당김음 패턴이

포함된 독특한 음형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는 마디 1-2에서 제시된 G#과

G음은 붙임줄을 통해 총 네 박 동안 울리게 되지만, 평범하게 네 박의 음가

로 처리된 여타의 경우와는 다른 긴장감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Martin은

화음을 로 제시하고 스타카토로 처리하여 화음이 울릴 때 발생했던 강한

다이내믹 악센트가 화음 성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선율 성부

로 흘러오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선율과 화음, 그리고 박자 악센트와

리듬 악센트 간에 발생하는 긴장감은 매끄럽지 않은 음악의 흐름을 발생시

키고, Grave의 템포 설정과 f assai의 다이내믹 설정으로 더욱 강조된다.

<악보 18> 마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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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는 A'에서 주제가 다시 재현되는 부분인데 같은 리듬구조임

에도 불구하고 주제선율의 시작지점이 크루식박으로 옮겨옴으로써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A부분에서는 아나크루식 프레이즈로 시작되고

4/4박자에서 2/4박자로 변하는 마디가 주제 선율의 프레이즈를 마무리하는

지점에 배치되어 있다. 변박자의 사용을 통해 프레이즈의 길이를 연장하고,

아나크루식 박에서 프레이즈를 시작하는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A'에서는 선율 성부의 4박자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

지된다. 다만 마디 42에서 당김음 패턴이 등장하여 A부분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긴장감이 발생하고 작곡가는 cresc., riten. sfz., > 등을 사용하여

극적인 종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악보 19> 마디  40-43     

이와 같이 제 1번에서 당김음은 4/4박자가 가지는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

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새로운 선율 동기 b가 등장하는 마디

8-14의 경우에도 선율에서 당김음이 나타나고 텍스처가 두터워지면서 성

부간의 에너지 레벨이 상승하고 있는데 작곡가는 이러한 분위기를 상승시

키기 위하여 P lus animée라는 지시어도 추가하였다(악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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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마디 8-14

B부분에 와서는 서로 다른 리듬 진행을 보이는 4개의 성부 진행 가운데

당김음이 더욱 복잡하게 얽혀 나타나면서 개별 성부의 수평적 리듬 진행의

특징 뿐 아니라 성부간의 수직적 리듬 관계가 만들어진다(악보 21). 또한

이러한 대위적 리듬에 기초한 성부 진행을 더욱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

해 Martin은 각 성부의 음색과 다이내믹의 수준을 서로 다르게 처리하도

록 지시하고 있다.

<악보 21> 마디 27-28

한편, Martin은 B부분을 A부분과 구별되게 제시하기 위해 <악보 22>에

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보충리듬을 사용하였다. 마디 18-19에서는 화음 성

부가 저음에 위치하며  단위로 등장하고 선율 성부가 엇박을 강조하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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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음 패턴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선율이 대위적으로 모방되어 등장하는 마

디 20-21에서는 오른손에 옥타브 진행이 제 2박과 4박에도 추가되어, 구조

가 복잡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된다(악보 23).

<악보 22> 마디 18-19 <악보 23> 마디 20-21

<악보 24>의 마디 22부터는 아치형 선율이 상행 선율로 변형되고 왼손

이 점차적으로 하행하는 반진행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음악적으로 상승하

며, cresc. 기호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악보 24> 마디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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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악보 25>에서는 선율이 강박을 강조하는 리듬 패턴(. )을 취하

고 화음이 약박에 놓인 것이 발견된다. 따라서 <악보 24>의 경우와는 다

르게 선율에서 발생한 아고긱 악센트의 에너지를 이어 받아 화음 성부가

연주되는 형태로 뒤바뀌고, 텍스처가 두터운 화음으로부터 발생한 에너지

는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반동하여 선율의 지속적인 흐름을 이

끌어내는 동력이 된다.

<악보 25> 마디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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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렐류드 제 2번

(1) 일반적 특징

프렐류드 제 2번의 일반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프렐류드 제 2번의 일반적 특징

형식 구분 템포 박자 중심화음 연주 시간

A(마디 1-20)
Allegretto tranquillo

2/4 bm
1분 25초A′(마디 21-37) 2/4 c#m

A″(마디 38-52) 2/4⟶3/4 bm

① 형식

프렐류드 제 2번은 A-A′-A″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른손 주제선율

은 ‘C#-C-E-E♭’의 동기를 품고 있으며 동기 앞에는  패턴의 상행하는

아나크루식 음형이 추가되었다(악보 26). 총 8마디가 하나의 프레이즈를 이

루는 이 주제 선율은 4마디(마디 1-4)는 상행 패턴, 4마디(마디 5-8)는 하

행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다.

A부분(마디 1-20)에서 오른손은 단선율로 된 선율 성부를, 왼손은 완전5도

와 장6도의 음정이 교대로 나타나는 화음 성부를 연주하는 가운데, 왼손

베이스 선율에도 주제 동기가 제시된다. ‘단2도 하행-단3도 상행-단2도 하행’

으로 B-A-C-H 동기와 음정 간격이 일치한다. 화음 성부에 나타나는 의
규칙적인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흘러가는 음악의 흐름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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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제 2번 마디 1-8

또한 마디 4와 마디 8에서는 오른손의 선율과 선율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왼

손이 옥타브나 5도 관계의 음정(상행 4도 하행 4도 포함) 간격으로 하행하는

음형이 악곡 전반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리듬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조성적인

측면에서도 동기와 동기 사이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하다.

A′부분(마디 21-37)은 주제 선율이 반복되는 형태이지만 텍스처에 변화

가 생기는데, 시작부분에서 왼손과 오른손이 대위적으로 모방되는 형태를 띤

것과는 상반되게 오른손과 왼손 리듬진행이 일치되는 모습이다(악보 27).

<악보 27> A′부분 마디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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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분(마디 38-52)은 주제 선율에서 파생된 음형(2마디 단위)을 반복

하는 모습이다(악보 28). 아티큘레이션, 박자, 텍스처의 변형으로 주제 선율

은 더욱 강조되어 나타나고 마디 49에서 3/4박자로 변박자이 발생한 후 음

악은 점차 하강하여 마무리된다(악보 29).

<악보 28> A″부분 마디 38-39 <악보 29> A″부분 마디 48-49

② 템포

비교적 빠른 Allegretto 템포 설정과 2/4박자의 긴박한 흐름, 그리고 규

칙적인 리듬 패턴의 끊임없는 진행이 악곡의 후반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려는 음악적 움직임을 발생시킨다. 하지만 Martin은 tranquillo, legg.

ma sempre cantabile e non troppo dolce를 덧붙여 조용한 가운데 시작해

서 내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연주하면서 종지부의 f 에 서서히 도달하여 에

너지를 폭발시키는 구조로 작곡하였다. 따라서 빠른 리듬이 반복적으로 나

타나는 가운데서도 규칙적인 박의 진동을 느끼면서 서두르지 않고 노래하

면서 템포를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는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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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박자 및 조성

제 2번은 2/4박자에서 2분할 박을 기초로 한 규칙적인 리듬 패턴이 연속

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속적인 음악 흐름으로 악곡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프레이즈를 형성하고 있는데, 후반부에서 3/4박자로 변박이 일어나며 갑작

스레 긴장이 해소된 후 악곡이 사라지듯 종결된다.

<악보 30>과 <악보 31>에서 보듯이 악곡은 bm 화음으로 시작하여 bm

화음으로 마치며, A″부분에서 B음이 베이스에서 지속적으로 울리며 페달

톤 역할을 하고 있다.

<악보 30> A부분 마디 1 <악보 31> A″부분 마디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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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듬적 특징

A"에서 3/4박자로 박자가 변형되지만 2/4박에 기초해서 작곡된 작품이

다. 그러나 쉼표, 붙임줄, 당김음, 아티큘레이션, 반복적인 리듬패턴, 오스티

나토 음정을 이용해서 2/4박자 본연의 강-약의 에너지의 흐름을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다.

<악보 3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마디 1에서부터 마디 4에 이르는 동안

박과 소리 나는 지점이 일치하는 음은 마디 1의 C#이 유일하다. 하지만 왼

손의 경우  의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오른손 C# 음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박과 소리 나는 지점이 일치하는 형태를 띤다.

<악보 32> 마디 1-4

한편, 주제선율의 리듬패턴()과 부점리듬(. )은 곡 전반을 통해 반

복적으로 제시되어 또 다른 형태의 긴장감을 자아낸다(악보 33). 그리고 셋

잇단음표로 표현된 3분할 리듬은 악곡의 클라이맥스 지점에서 딱 한 번 나

타나는데 내재되어 있는 2분할 박과 크로스 리듬 구조가 만들어지며 선율

의 흐름에 변화를 만들어낸다(악보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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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 마디 5-8

<악보 34> 마디 47

곡의 클라이맥스로 가면서 다양한 아티큘레이션의 사용으로 마디 안의

모든 음을 강조하면서 2/4박자 강-약의 수직적 에너지의 흐름을 강-강-강-강

의 수평적 흐름으로 바꾸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마디 48은 그 좋은

예이다(악보 35). 악센트의 사용에 의해 이 마디는  가 기본 박인 2/4박자

가 아닌  가 기본박인 4/8박자처럼 느껴진다. 특히 Martin은 이 부분에 a

poco allargando라고 표기하여 이러한 음악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악보 35> 마디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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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마지막에 나타난 3/4박자는 곡 전반에

걸쳐 ‘크루시스-아나크루시스’로 구성되어 흐르던 에너지의 흐름을 ‘크루시

스-메타크루시스-아나크루시스’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2박자의

긴박한 진행은 3박자에서 한결 여유있는 흐름으로 전개되어 곡의 종지를

우아하게 사라지듯이 종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악보 36>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반복적인 선율패턴이 상이한

박(약박 혹은 강박)에 등장함으로써 불규칙하게 등장함으로써 규칙적인 박

의 흐름을 깨트리기도 한다. 이때 Martin은 동일한 B음을 왼손의 하행 음

형에 페달톤으로 추가함으로써 그 효과를 증대시킨다.

<악보 36> 마디 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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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렐류드 제 3번

     (1) 일반적 특징

  프렐류드 제 3번의 일반적 특징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프렐류드 제 3번의 일반적 특징

형식 구분 템포 박자 중심화음 연주 시간

A(마디 1-17)
Tranquillo ma 

con moto
2/2

G#M

1분 25초
A′(마디 17-31) G#M

B(마디 31-39) f#m

코다(마디 40-44) g#m

제 3번의 경우에는 Chopin의 <피아노 프렐류드> 중 제 2번과 분위기와

구조면에서 유사하다(악보 37). 왼손의 규칙적인 움직임과 오른손의 서정적

인 단선율이 큰 특징이며, ‘작은 쇼팽’(le petit Chopin)이라는 애칭이 붙기

도 했다(Martin, 1990, p. 118).

<악보 37> Chopin의 <피아노 프렐류드> 중 제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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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식

제 3번은 A-A′-B-코다의 형식을 이루고 있다. 주제선율은 단2도 하행

의 음형이 두드러지게 사용되었다(악보 38). 마디 3에서 오른손 선율은

‘D#-D’으로 나타나며 여러 번 반복된 뒤 마디 9-10에서는 ‘D#-D-B’으로

변형되는데, 단2도 하행 패턴에 단3도 하행이 추가되었다(악보 38). 왼손은

 의 규칙적인 움직임이 큰 특징인데,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선율 진행은

‘E#-F#’ 패턴이다.

<악보 38> 제 3번 마디 1-4 

<악보 39> 마디 9

A′부분(마디 17-31)은 A부분의 선율 동기와 유사한 형태로 시작된다.

선율의 급격한 도약 진행과 다양한 형태의 리듬 조합으로 인해 A부분에

비해 긴장감이 고조된다(악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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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 마디 17-20

B부분 마디 32-33에서는 오른손의 선율이 ‘C#-B#-D#-E-G’으로 확장되

어 변화된다(악보 41).

<악보 41> B부분(마디 31-34)

레치타티보 느낌의 코다(마디 40-44) 부분에서는 2성부의 대위적 진행으

로 진행하며 사라지듯이 끝을 맺는다(악보 42).

<악보 42> 코다(마디 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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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템포

Tranquillo ma con moto의 설정으로, 차분하고 고요하지만 정지된 상태

가 아닌 지속적으로 흐르는 움직임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형식이 구분되는

지점마다 cantabile, un poco cresc., un poco rit., recit. ad lib. 등 템포

변화를 유도하는 용어들을 제시하여 음악적 흐름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③ 박자 및 조성

왼손에서 오스티나토 형태로 반복되는 화음은 조성을 더욱 모호하게 만

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오른손 선율도 유사한 선율 동기들이 반복되

므로 음악은 제자리에 맴도는 듯한 인상을 준다. 마치 음악이 어떤 한계선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 인상이다. <악보 38>

에서 나타나는 제 3번 시작 부분은 G#M 화음이 내재된 것으로 보이며

<악보 42>의 마디 43-44는 g#m 화음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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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듬적 특징

제 3번은 2/2박자가 규칙적으로 유지되나, 왼손과 오른손의 폴리리듬과

오른손의 아나크루식 프레이즈, 리듬 패턴, 왼손의 음형, 아티큘레이션, 크

로스 리듬 등에 의해서  단위의 ‘강-약’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된다.

오른손은  단위의 흐름인 것에 반해 왼손은  단위로 음형이 진행되는

것이 발견된다(악보 43). 또한 오른손 선율은 리듬 패턴은 마디 3, 마디 7,

마디 8에서처럼 강박에 쉼표나 붙임줄을 제시하여 음의 길이를 연장하거나

마디 7, 마디 8처럼 엇박에 긴 음가를 배치하여 강박이 약화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특히 마디 3과 마디 8의 경우에는 반음계적으로 하행하는 선

율 형태로 인하여 제 1박의 엇박이 강조되었다. 마디 1-4 왼손의 음형 역

시 엇박으로 상행하는 패턴을 이루며 기본박의 배치에서 어긋나 있어서 강

박이 약화된 오른손 선율과 동일한 음악적 흐름을 발생시킨다.

<악보 43> 마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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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일한 선율 진행 안에서도 아나크루식 프레이즈가 다양한 위치(두

번째 박, 네 번째 박)에서 등장하면서 토닉 악센트와 박자 악센트의 강도

가 달라지는 것이 관찰된다.

아티큘레이션에 의해서 기본박이 방해되는 경우도 있는데, 마디 22-23의

경우에는 테누토가 붙어서  단위가 더욱 강조되었다.

<악보 44> 마디 21-23 왼손

반면 강박이 강조되어서 박의 흐름과 일치되는 안정적인 순간들도 있다.

<악보 45>의 마디 6에서는 제 1박의 경우 원래 선율보다 반음 더 높은 E

음이 짧은 음가로 추가되어 꾸밈음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 6마디 첫 박이 선율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경우이며, 이에 따라 왼손의

음형도 ‘단2도 하행’ 패턴으로 바뀌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악보 45> 마디 6

<악보 46>와 <악보 47>은 강박에 긴 음가가 놓이면서 아고긱 악센트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악센트 기호와 rinf.까지 더해져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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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6> 마디 14 <악보 47> 마디 28

A부분에서는 긴 음가와 쉼표의 사용, 긴 호흡의 프레이즈로 인해 느린

리듬적 움직임이 특징인 데에 반해 A′부분은 기본박을 작은 단위로 쪼갠

분할(subdivision) 리듬 형태가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 음악적 호흡이 빨라지고 리듬적 긴장감이 발생하며 클라이맥스로 향

하는 움직임이 형성된다. 2분할 박과 3분할 박의 서로 대조되는 성질이 함

께 배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음악 흐름도 발생하는데 마

디 20과 26의 경우에는 셋잇단음표  리듬과 왼손의 ♫이 맞물려 2:3의

크로스리듬이 발생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악보 48> 마디 20-21 <악보 49> 마디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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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렐류드 제 4번

(1) 일반적 특징

프렐류드 제 4번의 일반적 특징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프렐류드 제 4번의 일반적 특징

형식 구분 템포 박자 중심화음 연주 시간

A(마디 1-9)
Allegro 없음

c#m

1분 25초A′(마디 10-25) f#m

B(마디 26-37) am⟶c#m

① 형식

제 4번은 A-A′-A″의 형식으로 구성되며, 주제 선율은 B-A-C-H에서

파생된 ‘G#-G-B-A#’ 동기를 포함한다. 주제 선율을 구성하는 처음 2마디

의 선율 동기는 <악보 50>과 같으며 악곡 전체에서 이조된 상태로 총 세

번 등장한다. 이를 기준으로 형식을 구분하고, 각 부분은 하나의 커다란 프

레이즈를 형성한다.

<악보 50> 주제의 선율 동기(마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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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선율이 ‘3+2+2/3+3+2’의 형태로 시작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곡은 전체적으로 2분할 박과 3분할 박이 불규칙하게 배열된 곡이며, 서

로 다른 박이 교차하며 발생되는 긴장감이 큰 특징이다. 이러한 선율 동기

는 <악보 51> A′부분에서는 동일한 형태로, <악보 52> A″부분에서는

중간 박의 그룹이 가 하나씩 추가된 ‘3+3+2/3+4+2’ 형태로 반복된다.

<악보 51> 주제 선율 동기의 반복(마디 10-11)

<악보 52> 주제 선율 동기의 변형(마디 26-27)

A′부분(마디 10-25)은 지속적으로 위로 상행하며 치솟는 흐름이 두드

러지며 마디 21-22에서는 음역이 최대치로 확대된다(악보 53).

<악보 53> 제 4번 클라이맥스 지점(마디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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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분(마디 26-36)에서는 전체적으로 하강하는 선율 진행을 보이며

낮은 음역대로 다시 회귀하여 마무리된다(악보 54).

<악보 54> 마디 34-36

② 템포

템포는 비교적 빠른 Allegro로 설정되어 역동적인 흐름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매 순간 달라지는 박의 조합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sostenuto를 추가하고 3화음의 두터운 텍스처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③ 박자 및 조성

제 4번에는 박자표가 없지만 각 마디를 구성하는 박자는 <표 12>와 같

으며, 각 부분이 시작될 때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박자의 조합이 나타나

는 점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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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제 4번 박자와 박의 구성

A 

마디 1 마디 2 마디 3 마디 4 마디 5 마디 6

7/8 8/8 9/8 8/8 10/8 13/8

3+2+2 3+3+2 4+2+3 3+2+3 3+2+3+2 3+4+3+3

마디 7 마디 8 마디 9

12/8 5/8 10/8

3+3+3+3 3+2 3+4+3

A′

마디 10 마디 11 마디 12 마디 13 마디 14 마디 15

7/8 8/8 10/8 8/8 5/8 5/8

3+2+2 3+3+2 4+3+3 3+2+3 3+2 3+2

마디 16 마디 17 마디 18 마디 19 마디 20 마디 21

5/8 8/8 5/8 6/8 7/8 10/8

3+2 3+3+2 3+2 3+3 4+3 3+2+3+2

마디 22 마디 23 마디 24 마디 25

13/8 8/8 9/8 9/8

3+3+4+3 3+2+3 4+2+3 3+3+3

A″

마디 26 마디 27 마디 28 마디 29 마디 30 마디 31

8/8 9/8 6/8 6/8 10/8 7/8

3+3+2 3+4+2 3+3 4+2 4+4+2 2+2+3

마디 32 마디 33 마디 34 마디 35 마디 36

6/8 5/8 7/8 6/8 6/8

3+3 2+3 2+2+3 3+3 3+3

2분할박과 3분할박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악센트의 불규칙한 위치 이동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제 4번은 규칙적인 흐름의 곡에서는 경험할 수 없

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제 4번은 작곡가

가 의도한 리듬적 움직임과 일치되는 박자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각 마디의 박자를 변화시켰고, 따라서 박자표기를 따로 하지 않았다는 결

론에 도달할 수 있다.

악곡은 <악보 50>에서와 같이 c#m 화음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악보

54>와 같이 마디 36에서 c#m 화음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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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듬적 특징

박자의 표기가 없는 제 4번은 불규칙박과 변박자를 사용한 곡이다. 박의

조합과 리듬 조합에 따라 달라지는 음악의 흐름은 선율의 진행과 다이내믹

기호와 일치하고, 아티큘레이션에 의해 더욱 강조됨이 발견된다.

제 4번의 기본 박은 ‘ /. / ’ 단위로 진행되며, 각각의 기본박의 단위마

다 여러 가지 리듬 패턴이 사용되었다. 리듬 패턴에 따라서 악센트는 더욱

강조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모습이다. 가령  는 작품에 등장하는

박의 단위 중 가장 작은 2분할 박의 그룹에 해당되어 상대적으로 작은 에

너지가 사용된다. 그러나 같은  라도 사용된 리듬 패턴에 따라서 느껴지

는 에너지의 강도와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악보 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디 1과 마디 15는 모두 동일한 2분할 박으로 마치고 있지만, ♫

패턴으로 제시된 제 15마디의 경우에는 음악이 마무리되기보다 계속 진행

되는 흐름이 발생된다. 이러한 ♫ 패턴은 음악이 지속적으로 전진하며 상

승하는 부분(A′부분)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악보 55> 마디 1과 마디 15 2분할 박 리듬 패턴 비교

이처럼 리듬의 패턴에 따라 음악의 흐름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리

듬 조합에 따라 셈여림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또한 선율선의 형태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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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림의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이 곡에서 자

주 사용된 주요 리듬 동기 중 동기 a는 <악보 56>과 같이 오른손에서 3분

할 박의 패턴으로 나타나며 각 마디를 시작하는 부분에 배치된다. 동기 b

는 <악보 57>과 같이 왼손에서 분할 리듬 형태로 나타나며 상행하는 모습

이다. 이 두 동기는 음악을 유기적으로 엮어나가는 요소로 활용되었다.

 <악보 56> 리듬 동기 a(마디 1)  <악보 57> 리듬 동기 b(마디 2)

동기 a는 리듬적으로 ‘ ’인 동시에 선율적으로는 단2도 하행하는 형태

이다. 이 ‘시작’ 동기(a)는 <악보 58>과 같이 종종 쉼표 이후에 나타남으로

써, 기본 박이 3분할 박에서 4분할 박으로 변형되기도 한다. 이때 첫 박에

놓인 쉼표 때문에 첫  에서 당김음 효과가 나타나 본래 동기보다 아고긱

악센트가 강조된다.

<악보 58> 쉼표가 포함된 패턴(마디 12)

특히 <악보 59>의 A′부분에서는 동기 a가 에너지의 상승을 이끄는 원

동력이 되며, ‘3+2’의 5박 리듬 패턴을 이끄는 선두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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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9> 마디 12-15

<악보 60>의 마디 17-18에서는 선율적으로 반복음 혹은 상행 선율 패턴

으로 잠시 바뀌면서 상승하는 음악의 흐름을 뒷받침하고, <악보 61>의 마

디 19와 20에서는 반대의 패턴 ‘  ’이 잠시 등장하면서 박의 단위가 .
에서  으로 확장된다. 이런 리듬의 변형으로 인해 무게 중심이 뒤쪽으로

쏠리며 불안정한 음악 흐름이 발생하게 되고 클라이맥스를 향해 밀어 올리

는 힘을 발생시킨다.

<악보 60> 마디 17-18  <악보 61> 마디 19-20

또한 왼손의 동기b는 ‘♬♪’의 리듬 패턴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나타난다.

<악보 62>와 같이 앞부분에서는 순차 진행 또는 반음계적 순차 진행을 보

이다가 <악보 63> A′부분에서는 옥타브 음정으로 확장되어 상행 도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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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로 변형되었으며, 3 옥타브의 음역대를 숨 가쁘게 오르내리며 등장

한다. A′부분의 고조되는 음악적 분위기는 왼손의 동기가 갖는 이러한 모

습으로 인해 더욱 증폭된다.

 <악보 62> 마디 13-14  <악보 63> 마디 19-20

<악보 64> A″부분 마디 31-36에서는 동기 a가 동일한 ‘ ’ 패턴이지
만, 마디의 시작이 아닌 끝에 놓이고 선율적으로는 다시 원래의 단2도 하

행 패턴으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악보 64> 마디 31-36 동기 a

<악보 65>에서는 ‘상승’의 힘을 지닌 동기 b 역시 동일한 음역을 유지하

면서 쉼표의 조합에 의해 점점 더 짧은 간격을 두고 등장하는데, 이에 따

라 역동적인 에너지가 발생되었다가 마디 35에서 등장하는 간격이 다시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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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짐에 따라 사그라드는 모습이 관찰된다.

<악보 65> 마디 31-36 동기 b

한편, 오른손과 왼손 성부는 ‘보충리듬’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오른손

과 왼손 성부가 동일한 리듬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악보 66>

과 같이 오른손에 오는 기본 성부의 빈 공간에 왼손 성부에서 보충하는 리

듬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보충리듬 관계로 구성되었을 경우 두 성부

의 연주 결과로  가 규칙적으로 들리게 되는 특징이 있으며, 보충리듬 성

부는 오른손 성부의 긴 음가의 음이 울리는 동안 내포되어 있는 음악적 흐

름을 부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악보 66> 보충리듬 관계(마디 4-6)

마디 4의 마지막 . 박에서 왼손의 상승하는 흐름이 발생하며 음악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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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셴도 효과가 나타나며 제 5마디 첫 음에 도달한다. 마디 5의 첫 음은 박

자 악센트와 선율 악센트가 더해져 강조되는 모습이다. 마디 5의 첫 음에

서 발생한 에너지는 왼손 성부로 이어져 흐르다가 B음에 도달하는데 마디

5의 끝에서 에너지가 왼손 성부로 이어져 다음 마디 왼손 첫 음(G#음)에

도달하므로 이 G#음은 박자 악센트와 선율 악센트가 더해진 결과로 비교

적 큰 강세를 갖게 된다. 오르손 선율이 주도적으로 박자 악센트를 가지고

있었던 구도가 뒤바뀌는 순간이다. 마디 6의 왼손 첫 음에서 발생한 에너

지는 반동하여 오른손 첫 E음에 도착하여 다음 E음으로 향한다. 마디 6의

제 2박에 해당하는 E음은 상대적인 긴 음가 때문에 발생하는 아고긱 악센

트를 갖게 되어 무게 중심이 향하는 지점이 된다. 이와 같이 보충리듬 관

계로 이루어진 두 성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음악의 흐름을 함께

완성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박자의 구성과 리듬 그리고 선율의 특징의 조합으로 발생하는 음악

의 흐름이 다이내믹 지시와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부분도 발견된다. 마디 1

에서부터 불규칙한 박의 흐름이 선율의 상행 패턴과 맞물려 음악의 긴장감

이 고조된 반면 <악보 67> 마디 7에서는 비교적 규칙적인 12/8박자

(3+3+3+3)의 구성에 도달하여 긴장감이 이완되고, 마디 10에서 5/8박자에

서 연주된 하행 선율 패턴이 마디 9에서 확장된 리듬 형태로 반복되면서

리듬에 의해 자연적으로 ritardando 효과가 발생하며, 이 세 마디에 걸쳐서

음악은 하행하여 일단락되는데 다이내믹 표기도 dim. 로 일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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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7> 제 4번 마디 7-9

<악보 68> A″부분에서는 음악이 완만하게 하강하며 이전까지 가쁘게

몰아왔던 호흡도 점차 가라앉는 모습이다. 반면 왼손 성부의 아티큘레이션

이 마르카토로 강화되어 앞의 어느 부분보다도 음색이 선명하게 표현되어

강조된 점이 대조를 이룬다.

<악보 68> A″ 부분(마디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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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렐류드 제 5번

(1) 일반적 특징

프렐류드 제 5번의 일반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프렐류드 제 5번의 일반적인 특징

형식 구분 템포 박자 중심화음 연주 시간

A(마디 1-13)
Vivace

12/16

c#m

2분 10초

A′(마디 14-40) f#m

A″(마디 41-74)
accelerando

Molto vivace
e♭m

코다(마디 75-78) Tempo Ⅰ g#m

① 형식

프렐류드 제 5번은 A-A′-A″-코다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악보

69>에서 나타나는 상행하는 음형 패턴이 오스티나토 반주로 반복된다. 이

를 배경으로 음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가지며 후반부로 갈수록

에너지가 상승하여 폭발하는 구조이다.

<악보 69> 제 5번 오스티나토 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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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0>의 마디 13마디와 <악보 71>의 마디 40에서는 지속적으로 상

승하는 에너지가 잠시 하행 음형을 통해 가라앉는 모습이 나타나며 이런

음악적 흐름은 디미누엔도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형식을 구분

하였다.

<악보 70> 하행 음형(마디 13)  <악보 71> 하행 음형(마디 40)

주제 선율 동기는 B-A-C-H 동기에서 단2도 하행 패턴만이 사용되었으

며 <악보 72>와 같다. 마디 3의 경우 왼손에서 테누토 스타카토로 강조된

음과 이를 받아 나오는 오른손의 상성부의 음을 조합하면 ‘B#(=C)-B’이다.

이는 악곡 전체적으로 다양한 음높이에서 이조되고 변형되어 사용되었다.

<악보 72> 주제 선율(마디 3)



- 69 -

A′부분(마디 14-40)에서는 마디 15와 같이 단3도 상행 음정이 선행되

어 상행하고자 하는 힘이 강조되는 선율 패턴으로 변형된 모습이 나타난다

(악보 73).

<악보 73> A′부분 마디 15

A′부분의 후반부(마디 31-40)와 A″부분의 후반부(마디 61-74)에는

<악보 74>와 같이 오른손과 왼손이 같은 선율 진행을 따라가되 양손에 선

율을 나누어 연주하는 구조로 변화된다.

<악보 74> 마디 31-32

② 템포

제 5번은 작곡가에 의해 다양한 템포 변화를 유도하는 지시가 명시되어

있다.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하는 음악적 흐름을 가지며, Vivace의 빠른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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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설정이 이를 보조하고 있다. 마디 65-74에서는 rubato, accelerando,

Molto vivace가 지시되어 있어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몰아치는 음악의 흐

름을 조성하고 있다. 격정적이고 선율의 진행 후 Tempo Ⅰ으로 돌아가며

곡을 마친다.

③ 박자 및 조성

오스티나토 음형은 12/16박자의 규칙적인 흐름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조성적으로는 모호함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정확한 중심화음을 판

단할 수는 없지만 C#음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G#음으로 끝맺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악보 75>의 마디 1에서 C#음과 단3도 위의 E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c#m 화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음계적

선율 진행으로 인해 조성감이 모호하다. <악보 76>의 마디 78 역시 G#음

과 D#음을 발견할 뿐이어서 3화음으로 해석하기 어렵지만, 마디 75의 선율

에서 B음이 강조되는 것을 토대로 g#m 화음이 내재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악보 75> 마디 1 화음 <악보 76> 마디 77-78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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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듬적 특징

12/16박자의 규칙적인 흐름이 유지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리듬 패턴과

선율, 아티큘레이션, 양손의 배치를 통하여 다양한 박의 조합이 시도된다.

여러가지 음악적 요소들에 의해 강조되는 지점이 달라지면서 연주의 결과

로 다양한 박의 조합이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는 악곡이다.

제 5번은 . 단위의 기본박이 유지되고 있으며 음표 기보도 이에 충실하

게 적용되어 있다. 그러나 리듬 패턴이나 아티큘레이션에 의해서 음향적으

로 , . , . 의 박 그룹핑이 발생하는 것이 발견된다.

먼저 빠른 템포의 음악 흐름 상 . 단위의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악보 77>의 경우에는 왼손의 오스티나토 음형이 한 마디 단위로 반복되

며 선율이 아치를 이루기 때문이다. <악보 78>은 엇박이 강조된 리듬 패턴

으로 인해 박자 악센트가 강조되지 않는 모습이고 A음에 아고긱 악센트와

토닉 악센트가, 그리고 왼손의 베이스 화음이 갖는 텍스처 악센트가 함께

발생한다. <악보 79>의 경우에는 소리의 결과로 . 단위의 박이 나타난다.

<악보 77> 마디 1 <악보 78> 마디 15 <악보 79> 마디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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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0>의 경우에는 . 단위 제 2박이 강조되는 리듬 패턴이 사용되

었고 아티큘레이션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모습이다. 왼손의 선율이 스타카

토로 처리되고 오른손이 테누토 기호가 추가되어 . 단위의 박이 더욱 강

조되었다. 왼손의 스타카토 음표는 강박을 비우고 쉬었다가 나오는 리듬

패턴이 갖는 긴장감을 갖는 동시에 탄력적으로 반동하여 제 3박의 음표에

도달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제 3박의 음에는 무게가 실리는 지점이 되며

이러한 리듬 뉘앙스를 살려 깊이 누르는 터치가 요구된다. <악보 81>의

마디 34마디는 선율의 음형이 . 단위의 박을 강조하고 있으며 슬러에 의

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악보 80> 마디 3 <악보 81> 마디 34

마디 59의 선율 역시 <악보 82>와 같이  형태로 나타나며 
단위로 박이 진행된다.

<악보 82> 마디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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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3> 마디 11의 선율은 왼손과 오른손의 배치를 통해서 . 단위의

박이 강조되고 있으며, <악보 84>의 마디 23-24에서도 같은 유형이 나타

난다. 순차 진행의 음형이라 한 손으로 연주할 수 있는 패턴임에도 불구하

고 . 단위의 그룹핑 첫 음을 왼손에 배치함으로써 한 손으로 처리할 때보

다 왼손의 음이 강조되는 효과를 낳는다. <악보 84>의 경우에는 왼손 음

에 화음이 추가되어 텍스처 악센트가 더해진다.

<악보 83> 마디 11 <악보 84> 마디 23-24

<악보 85>는 오스티나토 음형에 의해 불규칙한 지점에서 악센트가 발생

하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선율과 텍스처에 의해서 박자 악센트가 의도적

으로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모습이 나타나며 리듬적 긴장감이 고조된다.

<악보 85> 마디 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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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나의 성부임에도 두 손으로 나눠서 치는 결과로 음색이 달라져

서 새로운 그룹핑이 시도되는 부분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마디 65-69에

서는 왼손으로 연주되는 음이 상대적으로 음향적으로 강조되는 결과를 낳

아서 이에 따라 그룹핑이 달라지는데, 마디 65에서는  4개의 그룹핑이, 마

디 67에서는  3개의 그룹핑이, 마디 69에서는  2개의 그룹핑이 발생한

다. 이는 유리드믹스 수업 주제 중 악센트의 이동에 따른 박의 그룹핑의

변화를 경험하는 ‘12음 나누기’(divisions of 12)가 연상된다(악보 86). 따라

서  단위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리듬 진행임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연주

되는 음의 등장에 따라 악센트 효과가 발생하고, 박의 그룹핑이 , . , 
단위로 변화하는 것이 발견된다. 특히 왼손의 지점이 선율적으로도 그룹핑

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박의 그룹핑을 더욱 뒷받침한다. 이러한 박

의 축소에 따라서 리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accelerando, crescendo,

molto vivace로 더욱 보조되고 있다.

<악보 86> 마디 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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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 5번 마디 65-69, 12음 나누기

한편 제 5번에서는 아티큘레이션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발견되며, 이는

박의 조합이 달라지는 것을 보조하고 있다. <악보 87>은 마르카토 기호가,

<악보 88>에서는 스타카토와 마르카토 스타카토가 사용되어 를 강조한

다. <악보 89>에서는 왼손의 두음 슬러와 오른손의 한 음 스타카토가 하

나의 패턴을 이루며 . 단위의 박을 강조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악보 90>

의 경우에는 마르카토 기호가 붙임줄의 결과로  단위로 들리는 소리의 간

격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악보 87> 마디 33 <악보 88> 마디 39

<악보 89> 마디 37 <악보 90> 마디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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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렐류드 제 6번

(1) 일반적 특징

프렐류드 제 6번의 일반적 특징을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프렐류드 제 6번의 일반적 특징

형식 구분 템포 박자 중심화음 연주 시간

A(마디 1-11)
Andantino grazioso 12/8

c#m

1분 35초A′(마디 11-16) am

A″(마디 16-22) am⟶c#m

① 형식

제 6번은 2성부 카논 양식으로 작곡되었으며, 주제 선율이 반복되는 지

점을 기준으로 A-A′-A″의 세 부분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선율에는 12음기법이 사용되었으나 12음기법이 엄격하게 지켜진 것은 아

니며 음이 재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자유롭게 처리하고 있다18).

18) Martin은 말하길, “나는 항상 반음계주의의 경향을 지니고 있었고, 따라서 나

는 쇤베르크의 음렬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다 완전한 반음계주의를 창조하고자

노력했다. 나는 조성감을 파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12음기법을 사용한

쇤베르크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12개의 음으로 이루어

진 음렬을 사용하되 보다 체계적으로 사용하고 기능화성을 해체하지는 않으려

했다”(So I tried to create a kind of integral chromaticism using the system

from the Schonberg series. I never used the system as Schonberg had

envisioned it, in a way to destroy the sense of tonality, but I tried to work

with a set of 12 tones in a rather systematic way but without destroying

the sense of tonal functions., 1970, http://www.rt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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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선율에는 ‘C#-E-A#-G-A-D#-B#(=C)-G#-E#(=F)-F#-D-B’의 음렬

이 사용되었으며, 마디 1-3 오른손에서 나타난다(악보 91). 왼손은 음렬 원

형의 F# 이조된 유형으로 연주된다.

<악보 91> 제 6번 마디 1-3

A’ 부분(마디 11-16)에서 오른손은 마디 11의 제 3박에서 A음으로 시작

되는 음렬의 원형태가 사용되었다(악보 92). 왼손에서는 마디 12에서 D음

으로 시작하는 원형태가 나타난다. A″부분(마디 16-21)은 A′부분의 음

렬과 동일한 형태가 사용되었으나 한 옥타브 위로 음역이 상승하였고, 선

율이 시작되는 지점의 위치와 리듬 패턴이 약간 변형되었다(악보 93).

<악보 92> A′부분 마디 11 <악보 93> A″부분 마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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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템포

Andantino grazioso의 템포가 유지된다. 각 성부의 선율 진행이 잘 들릴

수 있도록 급하지 않고 여유있는 템포로 설정한 듯하다.

③ 박자 및 조성

12/8박자의 음악으로 박자의 변화는 없다. 정확한 조성은 감지되지 않지

만 음악의 시작과 마지막 화음이 c#m 화음으로 제시되어 있어 c#m 화음

을 중심화음으로 12음기법이 실험되고 있다.

<악보 94> 마디 1 화음 <악보 95> 마디 21 화음

(2) 리듬적 특징

제 6번은 표면적으로는 12/8박자의 규칙적인 박자 흐름이 유지되고 있으

나 음표기보에 의한 박의 그룹핑 변화, 그리고 대위적인 리듬, 당김음과 슬

러의 사용으로 인한 악센트의 이동이 발생하여 규칙적인 박자의 흐름을 깨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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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성부가 서로 다른 박의 단위를 연주하는 폴리리듬과, . 박 단위로 일

치되는 매끄러운 흐름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 이곡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악보 96>의 마디 1 제 1-2박에서 오른손 선율은 . 의 단위에 따라  세
개가 하나로 묶어서 기보되었다. 큰 도약 음정이 포함된 선율 유형으로 기

본박 단위로 반복되고 있다. 반면 마디 1의 제 3-4박의 선율은 ‘   ’의
리듬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2분할 박의 조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

디 1-2의 경우 서로 다른 박의 대립으로 인하여 성부 간에 리듬적 갈등이

일어나며 모호한 음악적 감정이 유발된다. 이와 유사한 형태는 A′부분과

A″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악보 96> 마디 1-2

이와는 대조적으로, <악보 97>의 마디 8-9의 경우에는 두 성부에서 3분

할 박의 리듬 진행이 서로 일치하므로 매끄러운 음악 흐름이 형성되고 있

다. <악보 96>에서 주로 ‘’ 와 같은 균등한 리듬 패턴이 사용되어 차분

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음악의 진행감이 빨라지거나 선

율적으로 상승하는 <악보 97>과 같은 부분에서는 빠른 리듬 패턴과 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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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형태의 리듬 패턴이 자주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리듬

의 에너지와 긴장감이 음악의 흐름을 뒷받침한다. 크게 상행 도약하는 선

율 진행이 함께 사용되어 상승하는 음악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악보 97> 마디 8-9

한편 수평적인 선율의 진행에는 붙임줄과 쉼표가 포함된 당김음이 많이

사용되고 레가토 슬러의 길이와 패턴이 변화함으로 인해 선율의 그룹핑이

달라지면서 기본박의 배치에 반하는 여러 가지 악센트들이 발생하는 것이

발견된다. <악보 98>의 경우 주제 선율이 마디 11의 제 3박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선율의 배치가 달라졌다. 또한 앞 프레이즈의 종지음과 A′의 선율

시작음이 겹쳐서 슬러 시작 위치가 선율의 두 번째 음으로 이동하였다. 슬

러의 효과와 높은 음이 갖는 선율 악센트로 인하여서, A부분의 주제 선율

과 동일한 음형임에도 불구하고 선율의 제 2번째 음이 강조되는 형태로 바

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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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8> A′부분의 주제 선율(마디 11)

<악보 99>의 A″부분에 나타나는 주제 선율(마디 16)은 당김음 패턴으로

변형되었다. 슬러는 선율의 제 1음과 2음을 하나로 묶고 있으며 음정 도약

과 함께 위로 반동되는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것이 관찰된다. 선율의 제

3음에 슬러가 다시 시작됨으로 해서 제 3음이 강조되는 형태로 바뀌었다.

<악보 99> A″부분의 주제 선율(마디 16)

<악보 100>에서 제시된 마디 3은 . 단위의 규칙적인 선율 그룹핑을 보

여주었던 슬러 패턴에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이며, 슬러의 배치에 따라서

강조되는 부분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두 성부의 개별 리듬

진행 뿐 아니라 두 성부가 수직적으로 이루는 리듬의 뉘앙스를 반영하여

에너지가 이동하는 흐름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마디 3의 제1박 왼손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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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인 . 는 아고긱 악센트를 가지며 무게가 실린다. 이때 발생한 에너지는

오른손 G#음에 도달하는데, 슬러의 시작부분이기 때문에 리듬 악센트가 발

생하며 높은 음고로 인해 토닉 악센트가 더해진다. 마디 6 오른손 . 단위
제 3박의 E음은 박자 악센트를 가지며 무게가 실리는 지점이다. 슬러의 시

작 지점으로 처리되어 더욱 강조된 후, 왼손의 C#음으로 에너지가 이동한

다. 오른손의 높은 A음은 슬러의 끝음에 해당되므로 큰 에너지를 받기보다

는 위로 던져져 사라지는 움직임으로 표현된다. 위로 떠올랐던 움직임이

다음 D#음에 도착하는데 왼손의 선율과 중복되는 지점으로 더욱 강조되면

서 무게가 실리고 오른손의 슬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모습이다.

<악보 100> 슬러의 변화와 악센트(마디 3-4)

또한 제 6번에는 세세하게 성부별로 아티큘레이션과 나타냄말의 표기가

관찰되는데, 리듬의 특징을 더욱 부각시키고 개별 성부의 음색을 효과적으

로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악보 101>의 주제 선율에서는 테누토

가 표기되어 있고, dolce leggiero 주법으로 가볍게 분리된 음향으로 처리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기본박 위주의 단순한 리듬을 더욱 강조하며 성부

간 박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추측할 수 있다.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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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102>의 마디 5-6마디는 선율적으로 큰 도약 없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발견되는데, 레가토 슬러와 함께 유려한 흐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un poco

espressivo가 표기되어 있다.

<악보 101> 마디 1  <악보 102> 마디 5

<악보 103>의 마디 7-9는 선율이 순차상행하는 음형과 큰 음정으로 상

행 도약하는 음형이 나타나며 A부분의 정점을 향해 상승하는 모습이다.

molte leggiero가 표기되어 민첩하고 재빠른 움직임을 뒷받침한다. <악보

104>의 마디 10은 선율이  단위의 빠른 리듬으로 진행되는데, espressivo

표기가 이런 흐름을 보조한다.

<악보 103> 마디 7 <악보 104> 마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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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렐류드 제 7번

(1) 일반적 특징

프렐류드 제 7번의 일반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프렐류드 제 7번의 일반적 특징

형식 구분 템포 박자 중심화음 연주 시간

A(마디 1-16) Lento 3/4 CM

5분
B(마디 17-53)

Lento⟶
Più espressivo⟶
Con moto

3/4⟶6/8⟶3/4 F#M

B′(마디 54-96) Andante 3/4⟶6/8⟶3/4 F#M

A′(마디 97-114) Lento 3/4 CM

① 형식

제 7번은 A-B-B’-A’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A부분(마디 1-16)은 
단위의 느슨한 리듬 구조와 높은 음역에 넓게 펼쳐져 있는 텍스처 그리고

길게 유지되는 페달링의 효과로 인상주의 음악에서처럼 무중력 상태에서

음들이 떠다니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악보 105).

<악보 105> 제 7번 마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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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악보 106>은 B부분(마디 17-53)의 마디 17-20을 보여주는데  단
위의 리듬 패턴이 등장하고, 반음계적 선율과 불협화음 그리고 저음역의

무거운 음향 효과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악보 106> 마디 17-20

B′부분(마디 54-95)은 <악보 107>에서 발견되듯이 B부분의 선율 위에

 로 진행되는 상성부가 하나 더 추가된 구조로 바뀐다.

<악보 107> 마디 59

B부분과 B′부분은 공통적으로 음악이 상승하는 부분이 포함되는데, 3/4

박자와 6/8박자 사이에 발생하는 리듬적 긴장이 이 부분을 이끌어가는 큰

원동력으로 작용한다(악보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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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8> B부분 마디 38-41

② 템포

Lento에서 시작된 음악은 B부분을 지나면서 Con moto로 바뀌고 B′

부분에서 Andante로 바뀌면서 더 빨라진다. B′부분에서 클라이맥스를 이

루고 molto rit. 지시를 통해 A′부분의 Lento로 연결되는 진행이다.

③ 박자 및 조성

B와 B′부분에서 3/4박자가 6/8박자로 변박되었다가 3/4박자로 돌아오

는 진행이 두드러진다. A부분과 A′부분은 CM 화음, B부분과 B′부분은

F#M 화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2) 리듬적 특징

제 7번은 3/4박자에서 6/8박자로 변화가 나타나는 악곡으로 변박이 일어

나는 지점이 아닌 곳에서도 서로 다른 박이 오른손과 왼손에 병치되어 복

합박자(polymeter)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발견된다. 이러한 음표 기보와

리듬 패턴에 의한 박의 그룹핑과 왼손의 베이스음에 오는 선율 악센트와

두터운 화음 텍스처에 오는 텍스처 악센트로 인해 규칙적인 3박자의 ‘강-



- 87 -

약-약’의 흐름이 방해받는 현상이 관찰된다.

<악보 109>는 A부분의 도입부이다. 3/4박자의 규칙적인 흐름을 보여주

는 리듬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다. <악보 110>은 B부분의 시작부분이며 
단위의 박을 잘 나타내주는 다양한 리듬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다. <악보

111>은 B′부분에서 왼손 선율 위에 오른손의  로 움직이는 리듬 패턴

이 추가된 경우인데, 이 세 가지 모두  단위의 박과 음표 기보가 일치하

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악보 109> 마디 1-2 <악보 110> 마디 17-18

<악보 111> 마디 59-60

<악보 112>는 B부분의 6/8박자로 변박된 부분의 리듬 패턴이다. . 단위
로 기보가 달라진 것이 눈에 띈다. <악보 113>은 B′부분에서 발견되는

6/8박자로 변박된 마디이다. B부분의 6/8박자는 단 두 마디(마디 39-40)에

불과했던 것과 다르게 B′부분에서는 6/8박자가 마디 81-88에 이르는 총

8마디로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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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2> 마디 39-40 <악보 113> 마디 81-82

이처럼 박자의 패턴과 일치하는 규칙적인 기본박의 리듬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양한 박에 의한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리듬적 긴장감이 고조됨을 관찰할 수 있다. 마디 34-36의 경우 베이스 음

기준으로 내성의  는 . 단위로 묶여있는 것이 발견된다(악보 114). 하지

만 베이스 화음은 . 단위로 들리며 박자 악센트를 강조하고 있고, 상성에

위치한 오른손 옥타브 화음은 6/8박자의 . 박이 강조되는 리듬 패턴을 보

이고 있다.

<악보 114> 마디 34-36 

제 1성부   .

제 2성부

제 3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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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37-38에서는 상성부 옥타브 화음은 3/4박자의  박으로 움직이며,

베이스 화음이 . 박의 제 2박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즉 . 와 . 와  의
서로 다른 성질의 박이 수직적으로 대립되는 부분이다(악보 115).

<악보 115> 마디 37-38

제 1성부   

제 2성부  

제 3성부   .  .

이런 양상은 마디 77-80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B′부분에서 새로

추가된 오른손 상성부 선율이 3/4박자의 리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악보 116). 따라서 베이스에 의해서 박자 악센트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내성의 옥타브 진행은 . 단위 박을 강조하는 리듬 패턴을 보인다. 오른손

의 선율은 당김음이 사용되어 아고긱 악센트가 발생하며  단위의 박과 어

긋나게 배치되어 있다. 서로 다른 박자의 흐름이 병치되어 발생하는 다양

한 악센트의 양상을 표현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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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6> 마디 77-78

(제 1성부)  

(제 2성부)     .

(제 3성부)  

(제 4성부)   .

<악보 117>은 베이스음의 위치가 박자 악센트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베이스는 저음에 오는 선율 악센트와 두터운 화음에 의해 강조되는

텍스처 악센트를 가지면서 박자 악센트보다 강조되고 있다. 마르카토 기호

가 왼손 저음을 강조하여 자연스러운 6/8박자의 흐름을 방해하게 된다.

<악보 117> 마디 39-41

<악보 118>은 B부분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는 마디 43-44마디를 보여

주는데, 악센트 기호가 왼손의 저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3/4박자의 기본박

의 배치에 어긋나 있다. 따라서 오른손의 선율 패턴에 의해 연주자는 3/4

박자의 강박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대립적으로 나타나는 베이스 음에 의

한 강세를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역동적이고 매끄럽지 않은 흐름이 발생



- 91 -

되며 리듬적 긴장감이 고조되어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솟는다. Agitato의

표기가 더해져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악보 118> 마디 42-44

한편 선율의 그룹핑이 마디를 초월해서 존재하며 박에 대한 배치가 달라

져 리듬의 뉘앙스가 변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악보 119> 내성에 진행되

는 단선율 ‘G#-G-F-E-D#’는 마디 4-5에서는  단위의 제 2박에서 시작되

는데, 마디 6-7에서 반복될 때에는 제 1박에서 시작된다. 이에 따라 마디

4에서 시작된 첫 번째 음형은 마디 5 제 1박에서 박자 악센트와 텍스처 악

센트가 일치해 강조되었고, 마디 6에서 시작된 두 번째 음형은 마디 6의

제 1박에서 박자 악센트와 텍스처 악센트가 일치되고 다른 음에서는 일치

하지 않는 모습이다. 따라서 유사한 선율이 내성에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마디 내 배치와 화음 텍스처에 의해서 강조되는 지점이 서로 다른

양상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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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9> 마디 1-7

<악보 120>의 선율 패턴은 제 1박에서 시작되지만, 마디 20에서 유사한

형태로 반복될 때에는 제 3박에서 시작된다. 마디 17-19의 음형에서는 첫

.이 박자 악센트와 저음에 오는 선율 악센트를 가지며 강조되었다. 반면

마디 20-22의 음형에서는 마디 20의 제 1박에 오는 . 가 박자 악센트와

아고긱 악센트로 강조된다. 따라서 같은 리듬 진행이지만 전혀 다른 흐름

을 만들어낸다.

<악보 120> 마디 17-22

제 7번은 서로 다른 리듬 진행을 지닌 성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적

으로나 수직적인 리듬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마디 17에서

‘반드시 왼손 하나로만 연주하라’는 지시가 악보에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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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11973, p. 19), <악보 121>의 마디 24-40과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리

듬 진행을 보이는 두 성부를 한 손으로 연주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두 손으로 연주할 경우 개별 성부의 진행은 훨씬 수월하고 매끄

럽게 표현될 것이다. 그러나 한 손으로 표현한다면 수평적인 흐름은 비록

매끄럽지 않은 대신에 성부 간의 리듬에 따라 발생하는 음악의 흐름을 하

나로 표현하기에는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템포가 Lento에서 크게 달

라지지 않았고, dolce cantabile와 largement chanté(폭넓게 노래할 것),

P iù espressivo가 표기되어 가볍지 않은 서정적인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

다. 두 성부의 리듬 뉘앙스와 선율 진행에 따라 달라지는 셈여림의 해석이

악보의 셈여림 기호와 일치함 또한 발견된다.

<악보 121> 마디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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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프렐류드 제 8번

(1) 일반적 특징

프렐류드 제 8번의 일반적 특징을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표 16> 프렐류드 제 8번의 일반적 특징

부분 템포 박자 중심화음 연주시간

A(마디 1-9)

Vivace

18/16 d#m

3분 20초

B(마디 10-27) 18/16 f#m

A′(마디 28-31) 18/16 d#m

C(마디 32-52)
18/16⟶12/16⟶9/16⟶6/16⟶
9/16

GM

A″(마디 53-56) 18/16⟶6/16 d#m

D(마디 57-86)

9/16⟶6/16⟶9/16⟶6/16⟶9/16

⟶6/16⟶9/16⟶12/16⟶9/16⟶
6/16⟶12/18

GM

A‴(마디 87-98) 9/16⟶18/16
fm→

C#M

① 형식

제 8번은 A-B-A′-C-A″-D-A‴의 구조를 보여준다. 주제 선율 동기

는 ‘A#-A#-C#-A#’ 패턴으로 나타나며 ‘반복음-단3도 상행’의 음정 간격으

로 이루고 있다(악보 134). 주제 동기 앞에는 강한 상승감을 가진 아나크루

식 음형 패턴이 선행된다. 이 상행 음형 패턴은 악곡 전반적으로 동기처럼

자주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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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2> 제 8번 마디 1

A부분(마디 1-9)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이 동일한 리듬 진행 형태를 이루

며, 리듬에 의한 성부 구분이 따로 없다(악보 122). 반면 B부분(마디

10-27)에서는 왼손의 반복 음형과 오른손의 선율 진행의 구조로 변형된다

(악보 123).

<악보 123> B부분 마디 10

C부분(마디 32-52)에서는 왼손의 규칙적인 진행 위에 오른손의 빠르고

유려한 선율이 배치되어 있는 구조를 보인다(악보 124).

<악보 124> C부분 마디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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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부분(마디 57-86)은 9개의 가 오른손과 왼손에 나누어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손이  박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이다(악보 125).

마디 제 1박을 연주하는 베이스 성부에는 ‘B-A-C-H’ 동기가 숨어 있다.

<악보 125> 마디 57-60

② 템포

제 8번은 리듬이 더욱 강조되며 타악기적으로 연주하는 피아노 기법이

나타나며, 이러한 리드미컬한 곡의 분위기를 잘 살리기 위해서 Vivace의

빠른 템포가 유지된다. A′″부분 마디 96에서 allargando의 지시가 있고

마디 97에서 rit.가 적용되면서 음악의 확장되는 느낌을 강조하였다가 마지

막 마디에서 a tempo로 돌아오는 템포 변화가 나타난다.

③ 박자 및 조성

제 8번에서는 18/16․12/16․9/16․6/16박자가 나타나며, 겹박자의 다양

한 형태가 시도된다. 악곡 중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A부분은 모두 d#m

화음을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악곡 전체적으로는 d#m 화음이 강조되고 있

는 모습이다. 그러나 마지막은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C#M 화음으로 끝이 난다(악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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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6> 마디 97-98

(2) 리듬적 특징

제 8번은 18/16박에서 다양한 변박자가 발생하면서 박자 악센트의 이동

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리듬 패턴과 선율 그리고 아티큘레이션의 조합으

로 여러 형태의 박이 강조되고 있으며, 성부 간에 서로 다른 박의 조합이

연주됨으로써 크로스 리듬이 발생하기도 한다. 리듬 패턴의 길이가 축소되

거나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악센트 변화도 나타난다.

vivace의 빠른 템포로 인해 18/16박자가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 단위로

박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악보 127>과 <악보 128>은 음표 기

보상 . 단위의 박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악보 127> 마디 1 <악보 128> 마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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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박자의 경우에는 <악보 129>처럼 . 단위의 박이 나타나거나, 혹은

<악보 130>처럼 . 단위의 박이 나타난다. 음표 기보가 이러한 해석을 뒷

받침하고 있다.

<악보 129> 마디 37 <악보 130> 마디 42

9/16박자와 6/16박자는 . 단위의 박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악보

131>에서는 왼손과 오른손의 배치가 반복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박의 그룹

핑이 결정되고 <악보 132>에서는 음표 기보와 마르카토 표시가 박의 그룹

핑을 확실하게 제시한다.

<악보 131> 마디 57 <악보 132> 마디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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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18/16박자임에도 B부분에 해당되는 마디 10의 경우에는 오른

손 선율에 붙임줄이 강조된 리듬 패턴이 두드러지면서 기본박의 배치를 방

해하는 모습이다(악보 133). 마디 14의 경우에는 수직적으로 2:3(♪:♪.)의

크로스 리듬을 이루는 박의 조합이 나타난다. 기본박의 배치와 다른 리듬

패턴을 강조하기 위해 테누토가 함께 표기되었다. 또한 마디 18-19에서는

상성부 선율과 왼손의 반주 음형은 . 단위의 3분할 리듬 패턴인 데에 반

해 내성은 . 단위의 리듬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악보 134).

<악보 133> 마디 14

<악보 134> 마디 18

제 1성부 . .
제 2성부 . . . .
제 3성부  

제 8번에서는 리듬 패턴과 양손의 배치, 아티큘레이션 기호에 따라 박의

조합이 강조되거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관찰된다. <악보 135>의 경우

각각 왼손과 오른손의 배치에 따라서 박의 조합이 나타나며, 기본박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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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강조하기 위해서 첫 음에 마르카토 기호가 추가되었다. 또한 두음 슬러

와 스타카토의 조합에 의해서도 리듬 그룹핑이 강조되고 있다. 마디 21-22

에 걸쳐서 나타나는 두음 슬러와 스타카토의 배치는 다양하게 변화되어 뉘

앙스가 달라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악보 135> 마디 21 <악보 136> 마디 95

<악보 136>의 경우에는 쉼표가 사용된 리듬 패턴의 변화가 . 보다는
. 단위의 박을 강조한 경우이며 악센트 기호로 인해서 더욱 강조되었다.

<악보 137>와 <악보 138>은 마르카토와 마르카토 스타카토 기호를 통해

박의 그룹핑과 상관없이  가 특별히 더 강조되고 있다.

<악보 137> 마디 12 <악보 138> 마디 20

또한 선율의 패턴이 박의 배치나 마디의 배치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발견

되는데, <악보 139>는 선율의 패턴이 박자 악센트와 일치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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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41-43에서 나타나는 연결구의 음형 패턴이 ‘.+.+.+.’에서
‘.+.+.’, ‘.+.’으로 길이가 축소되어 나타나면서, 박자의 패턴이 함께

변화되고 박자 악센트가 등장하는 간격이 점점 짧아지는 효과를 낳는다.

이에 따라 리듬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cresc. 기호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악보 139> 마디 42-44

반대로 <악보 140>의 마디 69-78에서는 선율 패턴이 을 기준으로

‘3+3+3’박의 패턴에서 ‘3+3+2’박으로 변형되어 마디선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rtin은 각 마디의 첫 박에 오는 박자

악센트를 악센트 기호로 강조해두었으며, 선율 패턴의 시작 부분 즉 왼손의

베이스음이 갖는 악센트와 마디 첫 박을 강조하는 박자 악센트가 상충되는

양상이 발생한다. 마디의 박자 체계와 리듬 패턴의 불일치에서 오는 불안

감과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인데, cresc. 표시가 이를 더욱 뒷받침해준다.

<악보 140> 마디 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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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음악적인 리듬표현을 위한 플라스틱

아니메의 적용

제 3장을 통해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의 주요 특징과 리듬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특별히 박자와 주요 리듬적 특징만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표 17>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 박자와 주요 리듬적 특징

<표 17>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Martin은 당김음, 대위적 리듬, 크로스

리듬, 다양한 박의 그룹핑, 박자의 변화를 사용해 작품 전반에 걸쳐 규칙적

인 박의 흐름을 깨트리는 동시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작곡기법을 즐겨

사용했다. 따라서 박과 리듬의 배치에 따른 악센트와 뉘앙스의 변화를 음

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신체적 자각이 요구되며 연습과정에서 신체 움직

임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음악의 리듬이 인간의 신체에 깃든 자연스러운 리듬에서 파생되었다고

생각했던 Dalcroze는 리듬이 단순히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하게 변

번호  박자와 주요 리듬적 특징

제 1번 홑박자, 변박자, 당김음, 보충리듬, 대위적 리듬

제 2번 홑박자, 변박자, 당김음

제 3번 홑박자, 당김음, 크로스 리듬

제 4번 불규칙 박, 보충리듬

제 5번 겹박자, 박 그룹핑(12음 나누기)

제 6번 겹박자, 박 그룹핑(12음 나누기), 복합박자, 당김음, 대위적 리듬

제 7번 홑박자, 겹박자, 변박자, 복합박자, 당김음, 대위적 리듬

제 8번 겹박자, 변박자, 박 그룹핑(18음 나누기), 당김음, 크로스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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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는 음악적 움직임의 흐름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리듬에 초점을 맞춘 신

체 훈련을 강조하였다(Choksy et al., 2001, p. 52). 이는 바로 몸의 움직임

과 느낌과 뇌의 정보 처리 사이의 상관관계에 주목했기 때문인데, 이를테

면 움직임은 느낌으로 변환되고, 이 느낌은 감각 정보로서 신경계를 통해

뇌에 전달되며, 뇌에 전달된 정보는 분석 과정을 통해 지식으로 전환되어

필요한 경우 효율적으로 몸을 움직이도록 각 신체 기관으로 적절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듣는 행위는 움직임과 연결될 수 있다. 움직임은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느낌은 근육의 감각을 자극하여 뇌에 직접 정보를 전달한 다음 신경

계를 통해 신체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러한 두뇌와의 연결은 표현력 있는

연주를 하기 위해 개선하고 수정하고 완성해가는 작업, 또한 음악을 읽고

쓰고 창작하는 작업에 필요한 분석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Choksy et

al., 2001, p. 46).

그러므로 이번 장에서는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의 리듬 분석 내용을

토대로 효과적인 연주를 위한 연습에 활용 가능한 간단한 신체 동작과 이

러한 동작들을 발전시켜 하나의 작품으로 고정화하는 플라스틱 아니메의

예시로써 프렐류드 제 3번과 제 4번의 경우를 제시하고자 한다.



- 104 -

1. 신체 움직임을 활용한 연습방법

Fassina(2003)는 연주를 한다는 것은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에너지로 변

환시키는 작업이며, 움직임이 없는 상태는 마비상태가 아니라 최소한의 에

너지를 사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릴렉스된 상태라고 설명한다(p. 49). 그는 또한 이러한 에너지를 조절하는

곳은 뇌이고 사용할 에너지의 양을 뇌로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이라고

말한다(Fassina, 2003, p. 51). 이는 ‘시간-공간-에너지’의 상관관계를 이해

하고 우리 몸의 무게를 적절하게 이동시켜 균형 잡힌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신체 훈련이 음악적인 연주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

설명한 Dalcroze의 생각과 일맥상통한다(Choksy et al., 2001, pp. 50-53).

일반적으로 느린 템포일수록 더 큰 연주 동작이 요구되고 빠른 템포일수

록 연주 동작은 더 작아진다. 음의 길이가 길수록 큰 연주 동작이 요구되

고 짧을수록 작은 동작이 요구된다. 또한 큰소리를 낼 때보다 작은 소리를

낼 때 동작은 더 커진다. Dalcroze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시간-공간-에너

지’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는 움직임의 기본 원리인 동시에 음악적인 연

주를 위한 동작 사용의 원리이기도 하다.

Dalcroze는 템포, 음의 길이, 다이내믹, 악센트 등과 같이 음악의 리듬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간단하고 자연

스러운 동작들을 크게 비이동 동작과 이동 동작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Choksy et al., 2001,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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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음악에 적용이 가능한 간단한 동작들

비이동 동작 이동 동작

손뼉치기(clapping) 걷기(walking)

흔들기(swinging) 뛰기(running)

회전하기(turning) 기기(crawling)

지휘하기(conducting) 뛰어오르기(leaping)

구부리기(bending) 미끄러지기(glinding)

흔들기(swaying) 갤롭핑(galloping)

말하기(speaking) 스킵핑(skipping)

노래하기(singing)

따라서 <표 18>에 근거하여 기본적인 동작, 곧 걷기, 손뼉치기, 지휘하

기, 노래하기, 스캣하기의 동작과 기타 응용동작 및 결합동작을 <8개의 피

아노 프렐류드>에 적용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특히 음악의 변화를 단순히

경험하는 차원의 기본동작에서 벗어나 음악이 갖는 특성을 더욱 효과적으

로 표현하여 플라스틱 아니메 작업에서 움직임의 어휘로 활용될 수 있는

Laban의 8가지 에포트를 기타 응용동작으로서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

에 적용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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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걷기, 손뼉치기, 지휘하기

달크로즈 수업에서 걷기 혹은 손뼉치기는 리듬이나 박을 표현할 때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움직임이다. 특히 걷기는 크게 인식하지 않아도 자연스

럽게 발생하는 몸의 리듬이고 규칙적이면서 지속적인 흐름을 발생시킨다

(Choksy et al., 2001, p. 51). 이런 걷기를 활용한 이동 동작은 리듬의 변화

에 따라 에너지의 강도가 달라지고 공간 사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더

욱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유승지, 2012, p. 55). 손뼉치기가 제

자리에서 몸의 제한된 부분을 사용하는 동작이라면, 걷기는 몸 전체를 사

용하므로 모든 근육, 몸의 균형과 무게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동작이어서

리듬 혹은 박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간-공간-에너지의 흐름을 더

효과적으로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걷기, 손뼉치기로 박 표현하기

달크로즈 교수법에서 움직임은 ‘준비(preparation)-실행(attack)-경과

(prolongation)’ 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한 동작에서 다른 동작으로 이

어질 때 ‘동작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연하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Choksy et al., 2001; Greenhead & Mathieu, 2016). 박을

표현하기 위해 손뼉치기 동작을 한다면 두 손을 서로 멀어지게 하며 위로

들어올리는 ‘준비’ 동작, 두 손이 마주쳐 소리 나는 ‘실행’ 동작, 동작의 반

동에 의해서 두 손이 다시 멀어지는 ‘경과’ 동작이 물 흐르듯이 연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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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리듬에 따라서 알맞은 시간, 공간, 그리고 에너지의 사용으로 움직임

이 조절되어야 한다.

제 5번은 박의 그룹핑의 변화를 느끼기 위해 손뼉치기를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예인데 가 4-3-2개의 그룹핑으로 축소되는 과정과 함께 리듬적 긴

장감이 고조되면서 accelerando, cresc., molto vivace로 표현되는 부분이

다. <그림 6>과 같이 그룹핑의 크기에 따라 손뼉치기의 간격을 달리해서

그룹핑의 크기 변화와 에너지의 증가를 표현해 볼 수 있다. 동일한 원리로

걷기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림 6> 제 5번 마디 65-69 손뼉치기 동작

<악보 141> 제 5번 마디 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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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걷기, 손뼉치기로 리듬 표현하기

음가가 길어질수록 동작에 적용되는 무게와 에너지의 질이 증대되어야

하며, 이로써 연주에 생생한 음영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Choksy et al.,

2001, p. 55). 특히 피아노는 해머가 현을 때린 직후 소리가 사라지는 특성

이 있어 긴 음가를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따라서

리듬을 손뼉치기나 걷기로 움직이면서 음의 길이를 흐르는 동작으로 경험

하면 음악적인 연주를 하는 데에 매우 도움이 된다.

제 3번에서는 <악보 142>와 같이 호흡이 긴 음들이 두드러지게 사용되

었고, 손뼉치기나 걷기를 적용하여 그 음가를 표현해볼 수 있다. 특히 제 3

번의 선율의 흐름에 따라 호흡하기를 적용하는 것은 프레이즈를 느끼며 리

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가령 엇박에서 시작되는 당김음의 리

듬에서 발생하는 긴장감과 선율의 강세를 짧은 들숨으로, 길게 지속되는

음은 서서히 지속되는 날숨으로 표현하여 긴장이 이완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악보 142> 제 3번 마디 3-7의 오른손 선율

구체적으로 걷기와 호흡하기를 동시에 적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동작

으로 진행될 수 있다. 먼저 D#음에서는 짧은 들숨과 함께 한 발을 내딛으

면서 반대편 발의 발꿈치를 들어올려 몸의 무게 중심이 위쪽으로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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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한다. 위로 들렸던 무게 중심이 D음으로 향

하기 때문에 D음에 내딛는 발바닥에는 상당한 무게가 실릴 것이다(그림

7). 이때 발생한 에너지는 한 번에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긴 음가의 효과

적인 표현을 위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쉬는 동작과 함께 발이 바닥을 지그

시 딛게 하고 뒤쪽 발에서 앞쪽 발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과정을 느린 연

결동작으로 실현한다.

<그림 7> 제 3번 마디 3-4의 걷기 동작

한편, 같은 음을 표현하지만 마디 3의 D음은 메타크루식박, 마디 5의 D

음은 크루식박에서 제시된다. 같은 음이라도 박의 위치에 따라 에너지의

강도는 다르게 표현될 것이다. 따라서 마디 4의 아나크루시스에서 시작하

는 D#은 크루시스를 예비하는 걷기 동작이 강조되면서 크루시스를 향해

강한 에너지의 상승감이 발생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연주시 박자 악센트

를 보다 더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비 연습으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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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휘하기

달크로즈 교수법에서는 박자를 표현하기 위한 활동으로 지휘활동을 자주

활용하는데, 양팔을 사용해서 크루시스의 다운(down) 동작과 메타크루시스

의 수평적으로 펼치거나 접는 동작, 그리고 아나크루시스의 업(up) 동작을

크게 과장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몸의 긴장과 이완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지휘하기는 박의 성질과 마디가 갖는 공간을 충분히 경험하고 에너지의 흐

름을 인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림 8> 홑박자 지휘동작

 2박자  3박자

 4박자

프렐류드 제 2번은 2/4박자에서 시작해서 3/4박자로 변박된다. 따라서 2

박자 마디의 짧고 숨가쁜 흐름에서 3박자 마디에 도달했을 때, 3/4박자로

마디의 공간이 확장되면서 일어나는 음악적 변화는 지휘하기를 통해 효과

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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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3> 제 2번의 마디 48-52

한편 기본박이 둘로 분할되는 박자를 홑박자(simple meter), 셋으로 분할

되는 박자를 겹박자(compound meter)라고 하는데, 각 박자의 토대가 되는

2분할 박(binary beat)과 3분할 박(ternary beat)의 움직임은 서로 다르다.

2분할 박은 직선적인 느낌을, 3분할 박은 곡선적인 느낌을 발생시킨다

(Choksy et al. 2001, p. 56).

따라서 같은 2박자 지휘라도 2/4박자와 6/8박자의 지휘는 움직임이 <그

림 9>와 같이 다르게 표현되어야 한다. 2/4박자의 경우에는 홑박자의 토대

를 이루는 2분할 박이 갖는 직선적인 느낌을 반영한 절도 있는 동작으로,

6/8박자의 경우에는 겹박자의 토대를 이루는 3분할 박이 갖는 곡선적인 느

낌을 반영한 부드럽고 순환하는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

휘가 2분할 박과 3분할 박에 따라 달라지는 경험은 연주 시 음악의 성질을

느끼며 표현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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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4박자와 6/8박자 비교

 2/4박자  6/8박자

프렐류드 제 7번은 홑박자인 3/4박자와 겹박자인 6/8박자 사이에 변박이

발생하는 악곡이다. 따라서 <악보 144>의 마디 39-40은 6/8박자의 곡선적

인 지휘를 하다가 마디 41에서 3/4박자의 직선적인 지휘로 바꾸는 활동을

해볼 것을 제안한다. 이는 홑박자와 겹박자의 지휘 동작을 통해서, 변박이

일어나 박자 악센트가 이동하는 것과 동시에 2분할 박에서 3분할 박으로

박의 성질이 변화하는 것을 모두 경험해볼 수 있는 활동이 된다.

<악보 144> 제 7번 마디 39-41의 지휘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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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렐류드 제 8번은 여러 가지 겹박자의 형태가 나타나는 악곡으로, <악

보 145>의 경우에는 같은 리듬 진행과 선율 패턴이 반복되면서 변박에 따

라 마디의 길이가 축소되어 나타나는 부분이다. 마디 단위의 패턴은 선율

에 의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를 기준으로 4박-3박-2박으로 축소되어

이에 따른 박자 악센트의 이동을 경험할 수 있다. 비록 박자 악센트 지점

이 마디 42와 43에서 mp로 지정되어 있어서 박자 악센트가 다이내믹상 큰

음량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박자 악센트를 무시하고 수평적으로 크레셴

도로 연주하는 연주와 박자 악센트를 인지하고 소리의 질을 다르게 적용한

경우의 크레셴도 연주는 그 효과에 있어서 구별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다. 후자의 경우 리듬에 따른 긴장감의 증가와 함께 더욱 크레셴도 효과가

강조된다.

<악보 145> 제 8번 마디 42-44

이 경우 박자에 따른 지휘 동작을 적용해서 마디의 길이가 변하는 것을

경험해보길 권한다. 단 지휘 동작은 홑박자의 4박자-3박자-2박자의 지휘와

비슷하나 3분할 박이 가지는 곡선적인 느낌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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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캣하기, 노래부르기, 기타 응용동작

(1) 스캣하기

Dalcroze는 신체 움직임과 더불어 리듬에 따라 의미 없는 소리(예시, ‘타

타타’)를 넣어서 목소리로 리듬의 뉘앙스 변화를 경험하는 스캣(scat)하기

와 선율의 음높이에 따른 뉘앙스를 경험하는 노래부르기 등을 통해 악센트

나 뉘앙스의 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경험할 것을 강조하였다. 앞서 제시

한 제 2번, 제 7번, 제 8번의 변박자 활동을 할 때도 기본박에 의한 지휘

동작을 하면서 숫자로 박을 세어보거나 리듬을 스캣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함께 할 경우 박자의 변화를 더 극적으로 경험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프렐류드 제 1번도 변박자가 나타나는데, 프레이즈 내에서

4/4박자가 2/4박자로 변한다. 먼저 제자리에서 양팔을 사용한 4박자 지휘

동작을 3마디동안 하다가 2박자의 지휘로 바꾸는 활동을 하면서 숫자로 박

을 세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는 4박자 동안의 ‘크루시스(down)-메타크루

시스-메타크루시스-아나크루시스(up)’ 박 구성을 경험한 뒤 2박자의 ‘크루

시스(down)-아나크루시스(up)’ 박을 비교해보는 활동이다. 박자 악센트의

위치 이동, 그리고 4박자 마디와 2박자 마디의 길이가 달라짐에 따라 달라

지는 공간과 에너지의 변화를 신체로 경험해볼 수 있다.

그 다음 고정적인 박을 지휘 동작으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악보 146>의

주제 선율을 스캣하기로 표현하면, 선율이 아나크루식으로 시작되어 당김

음 처리될 경우(마디 1과 마디 2)와 선율이 강박에 위치하여 박자 악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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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는 경우(마디 3) 박자의 틀 안에서 악센트의 뉘앙스가 달라지고 박

자에 대한 리듬의 긴장감이 달라지는 것을 비교해볼 수 있다.

프렐류드 제 2번은 왼손의 규칙적인 리듬과는 대조적으로 오른손의 선율

에 당김음이 사용되어 박이 지연되거나 선행되는 패턴이 빈번하게 나타나

고 리듬의 긴장감이 발생하는 곡이다(악보 147). 당김음의 리듬에 따라서

선율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파악하고 아고긱 악센트에 무게가 실

리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2박자의 지휘 동작을 하면서 리듬을 스캣으로

표현해볼 것을 제안한다. 박의 배치와 리듬이 엇박을 강조하면서 불안정해

지는 관계(예, 마디 2) 혹은 강박이 강조되는 리듬으로 안정감을 찾는 관계

(예, 마디 6)를 비교해봄으로써 이에 따른 긴장과 이완을 경험할 수 있다.

<악보 147> 제 2번 마디 1-8 오른손 선율

<악보 146> 제 1번 마디 1-4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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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래부르기

스캣을 통해서도 선율의 흐름에 따른 뉘앙스가 표현되지만 선율의 진행

을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부르면 리듬에 의한 뉘앙스 변화와 함께 음높이에

의한 공간의 변화와 에너지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노래부르기

를 할 때 손동작을 함께 사용하여 음높이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공

간과 에너지의 변화를 경험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가령 반음계적인 선율

진행이 두드러지는 제 3번과 넓은 음역에 음들이 흩어져 있는 제 6번의 주

제 선율을 비교해서 음높이 변화를 손동작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 3번의 선율은 반음 간격으로 미끄러지며 길게 지속되는 움직임이 발

생하며 좁은 음정 간격안에 응축된 에너지가 내포되어 표현된다. 반면 제

6번의 선율은 큰 간격으로 상행 도약하는 부분에서 음높이에 따라 움직이

는 손동작의 크기가 증가하고 그만큼 긴장감이 증가하고 에너지가 분출되

는 것을 동작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 변화를 연주에서도

<악보 148> 음높이 변화 비교(화살표가 손의 높이를 상징)

제 3번 마디 3-4주제 선율 제 6번 마디 1 주제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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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다면 선율에 따른 뉘앙스와 표현력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3) 기타 응용동작

프렐류드 제 6번은 음표 기보에 따라서 . 와  단위의 박으로 그룹핑이

달라진다(악보 149). 이렇게 마디 1처럼 그룹핑이 바뀌는 패시지에서 <그

림 10>과 같이 3분할 박에서는 스윙하듯 곡선적인 팔의 움직임을 하고 2

분할 박에서는 보다 직선적으로 앞으로 뻗는 팔의 움직임을 적용하여 박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볼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에도 선율을 노래

부르거나 스캣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악보 149> 제 6번 마디 1-2 오른손 선율 

<그림 10> 3분할 박과 2분할 박의 응용 동작 비교  

3분할 박(신체 정면)    2분할 박(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



- 118 -

특히 제 4번은 모든 박이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박의 크기와 위

치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 공간 그리고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경험할 수 있

는 활동을 제안한다. 이 때 걷기, 손뼉치기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그림

11>에서 제시된 것처럼 앞으로 팔 뻗기를 적용하는 것은 박의 그룹핑에

따른 공간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효과적이다. 특히 같은 3분할 박이라도 마

디 첫 박에 놓인 경우가 마디 중간 박이나 마지막 박에 위치한 경우보다

박자 악센트의 영향을 받아 더 강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숫자로 박 표현하기나 리듬 스캣하기를 같이 한다면 그룹핑이 달라짐에

따른 역동성을 소리에 반영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다.

따라서 양 손을 몸 쪽에 가까이 두었다가 각 박의 그룹에 따라 한쪽 팔

을 번갈아 뻗어주는 동작을 하면서 박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공간을

숫자로 ‘1-2-3, 1-2, 1-2, 1-2-3, 1-2-3, 1-2’로 표현하여 박의 크기를 정확

하게 느끼는 활동을 하고, 리듬을 스캣으로 표현해서 박의 크기와 선율의

리듬 사이의 관계를 느끼는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스윙이나 팔 뻗기 동작 외에도 달크로즈 수업

<그림 11> 제 4번 마디 1-2 박에 따른 팔 동작(신체 측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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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음악을 표현하는 데에 다양한 동작들이 사용된다. 특히 영국의 무

대 감독이었던 Rudolf Laban(1879-1958)은 신체 움직임을 무게(weight),

시간, 공간의 맥락에서 8가지 기본 에포트(effort, 동작을 일으키는 내적 충

동)로 정리하였는데(Schnebly-Black & Moore, 2003, p. 120), <표 19>에서

제시된 라반의 8가지 동작은 플라스틱 아니메 작업에서 움직임을 창작할

때 시간-공간-에너지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작을 만들어

내는 원리로서 적용될 수 있다.

<표 19> Laban의 8가지 에포트 동작

(Schnebly-Black & Moore, 2003, p. 120)

물론 음악이 흐르는 동안 모든 음은 성질이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8개의 범주에 그 음의 성질을 한정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움

직임의 특성과 음의 성질을 연결시켜 그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고 움직임으

로 표현해보는 작업은 음악적인 표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표 20>

은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에서 8가지 에포트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요약한 것이다.

19) Laban은 본래 ‘punching’을 제시하고 있으나(최연선, 2015, p. 11),

Schnebly-Black & Moore(2003)는 ‘punching’ 대신 ‘thrusting’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표 19>에서는 이 두 가지 용어를 모두 반영하였고 본문 안에서는 ‘때

리기’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동작 무게(W)-시간(T)-공간(S)의 특징

때리기(punching)/찌르기(thrusting)19) W: 단단한, T: 갑작스러운, S: 직접적인

두드리기(dabbing) W: 부드러운, T: 갑작스러운, S: 직접적인

누르기(pressing) W: 단단한, T: 지속적 , S: 직접적인

휘두르기(slashing) W: 단단한, T: 갑작스러운, S: 유동적인

떠다니기(floating) W: 부드러운, T: 지속적, S: 유동적인

비틀기(wringing) W: 단단한, T: 지속적, S: 유동적인

튕기기(flicking) W: 부드러운, T: 갑작스러운, S: 유동적인

미끄러지기(gliding) W: 부드러운, T: 지속적, S: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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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의 Laban 에포트 적용

제 1번의 마디 1 강박에 나타나는 수직적으로 두텁게 쌓인 화음은 갑작

스럽게 나타나고, 그 외 >와 f가 제시되어 강한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직선적이고 강한 에너지를 가지며 빠르게 움직이는 때리기(punching) 동작

으로 표현하면 그 움직임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제 2번의 왼손 음형은 레가토 슬러가 붙어 있는 스타카토로 처리되어 있

고 legg. ma sempre cantabile e non troppo dolce가 표기 되어 있어 하

나의 흐름으로 연주되지만 가볍게 분리된 음향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

서 가볍고 직선적이며 빠른 움직임인 두드리기(dabbing)로 표현하여 음이

동작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에의 적용

찌르기(thrusting) 

또는 때리기(punching)
제 1번 시작 부분 화음

두드리기(dabbing) 제 2번 왼손 음형

누르기(pressing)
제 4번 오른손 화음

제 7번 ff 부분

휘두르기(slashing) 제 8번 상행음형

떠다니기(floating) 제 7번 도입부

비틀기(wringing) 제 3번 왼손 음형

튕기기(flicking) 제 8번 두 음 슬러 부분

미끄러지기(gliding)
제 1번 B부분의 선율

제 3번 오른손 선율

<악보 150> 제 1번 마디 1의 때리기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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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성질을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번의 오른손은 리드미컬하게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레가토(legato)

주법이 어울리지 않으며, 논 레가토(non legato), 혹은 분리된(detached) 음

향이 요구된다. 또한 연주 시 ♩와 ♪는 차별된 아티큘레이션이 요구되는

데 비록 pp의 다이내믹이지만 차별된 ♩를 연주할 때는 무게를 실어 연주

하는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다이내믹의 수준과 상관없이 텍스처가 두텁

고, sostenuto 지시가 포함되어 있고 박의 그룹핑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

문이다. 한편, 제 7번의 마디 29-53에서는 B부분의 정점에 이르러 ff 다이

내믹에서 테누토가 표시된 코드가 나온다. 이 역시 묵직한 터치로 연주하

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 다이내믹표기는 다르지만 모두 충

분히 무게를 실어서 큰 에너지로 지그시 누르는 동작(pressing)으로 표현

하여 경험할 수 있다.

<악보 152> 제 4번 마디 1 오른손 음형 <악보 153> 제 7번 마디 49

<악보 151> 제 2번 마디 1-4 왼손 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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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번의 아나크루식으로 시작되는 빠르게 상행하는 음형은 허공에서 빠

른 속도로 순간적인 큰 에너지를 가지고 유연하게 휘두르는 동작(slashing)

에 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다.

제 7번의 도입부는 넓은 음역대에 펼쳐져 있는 선율이 느슨한 리듬으로

진행되고 페달 효과까지 더해져 신비로운 음향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작은 에너지가 적용되어 가볍게 떠다니는 유동적인 동작(floating)

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제 3번 왼손의 음형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화성음정 사이에 서로

다른 화성음정이 등장해 반복되는 형태를 띤다. 특히 이렇게 출렁거리는

음정들은 sempre legato가 표시되어 있어 응축된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는

데 이는 강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느리고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비틀

<악보 154> 제 8번 마디 1 상행 음형

<악보 155> 제 7번 마디 1-2 도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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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wringing) 동작에 적용하여 경험할 수 있다.

제 8번의 A부분에서 주로 나타나는 두음 슬러 패턴은 빠른 리듬 진행이

두드러지며 슬러 마지막 음이 스타카토로 처리되어 있고 3도 이상 상행 혹

은 하행 도약으로 도달하기 때문에 곡선으로 움직이면서 가볍고 순간적인

동작으로 툭툭 털어내는 튕기기(flicking) 동작에 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1번의 마디 18-26에서 보충리듬으로 제시되는 선율은 수평적으로 끊

어지지 않게 레가토로 연주되어야 하며, 제 3번의 오른손에서 나타나는 긴

호흡의 선율 또한 느린 템포에서 레가토로 연주되는 것이 특징이다. 가벼

운 무게가 적용되어 지속적이고 유연하게 이어지는 미끄러지기(gliding) 동

작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악보 156> 제 3번 마디 1 왼손 음형

<악보 157> 제 8번 마디 1 두 음 슬러 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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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8> 제 1번 마디 18 선율 

<악보 159> 제 3번 마디 3-7 오른손 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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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휘하며 걷기, 손뼉치며 걷기

신체의 서로 다른 부위를 움직여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동작을 결합

하는 활동은 박과 리듬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또한

폴리리듬, 대위적으로 얽힌 두 개 이상의 리듬 성부, 크로스 리듬 등을 경

험하는데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두 개의 분리된 동작을 신체로 경험

함으로써 피아노를 연주할 때 양손에서 서로 다른 움직임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프렐류드 제 4번 마디 1-2에 나타나는 오른손의 리듬을 따라 걷기 동작

을 대입해볼 것을 제안한다. 리듬에 따른 걷기 동작을 대입할 경우, 음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발바닥에 실리는 무게가 더욱 증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긴 음가의 음들에서 아고긱 악센트가 발생하는 것을 경험해볼 수

있다. 다만 긴 음가에서 다리의 동작이 정지가 아닌 ‘흐른다’는 것을 기억

하고 무릎을 충분히 굽혀주도록 한다(그림 12). 이 때 박을 지휘하기로 표

현하면서 리듬을 걷기와 스캣하기로 동시에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박

과 리듬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2> 제 4번 마디 1-2 오른손 리듬에 따른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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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왼손의 선율은 전체적으로 단선율 형태이며 스타카토로 처리되었

고, 쉼표가 삽입된 짧은 음가의 리듬 패턴이 주를 이룬다. 오른손에 비해서

길게 무게가 머무는 지점이 없고, 비교적 가벼운 터치감으로 표현해야 하

므로 손뼉을 사용하여 리듬치기를 해보면 <그림 13>과 같다. 이 때 같은

음가여도 박의 위치에 따라 악센트의 강도가 다르게 표현되어야 하는데 마

디 1의 ♬ 다음에 오는 ♪는 마디 2의 ♬ 다음에 오는 ♪보다 박자 악센

트 때문에 더 큰 에너지로 표현된다. 따라서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이 손뼉

치기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걷기로 박을 표현하는 동작을 손뼉치기에

결합하고 리듬을 스캣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동시에 하면 쉼표를 더 극적으

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각 성부의 수평적인 선율 리듬을 연습 한 후에는 걷기 동작과 손

뼉치기 동작을 결합하여 오른손과 왼손 사이를 오가는 수직적인 관계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는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험은 연주

에서 생동감 있는 박을 표현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묵

직한 3화음 패턴의 오른손 성부를 발로, 가벼운 왼손 성부를 손뼉으로 동

시에 적용해보면 두 성부간의 무게 중심의 이동과 에너지 흐름을 더 잘 이

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3> 제 4번 마디 1-2 왼손 리듬에 따른 손뼉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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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1>은 제 7번 마디 77-78에 해당되며 총 네 가지의 다른 리듬

구성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리듬 패턴과 음표 기보를 기준으로 볼 때,

제 1성부는 3/4박자(3/), 제 2성부는 6/8박자(2/.), 제 3성부와 제 4성부는

. 단위의 박(1/.)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3/4박자와 6/8박자가 공존

하는 복합박자를 여러 신체 부위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표현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제 3성부와 4성부는 첫 박에 악센트를 주면서 6개의 을 걷기로

표현하고 제 2성부   . 리듬은 손뼉치기로, 유일하게 3/4박자에 기초한

제 1성부의 리듬은 동시에 스캣하기로 표현해볼 수 있다. 이렇게 성부마다

차별된 동작을 적용함으로써 두 개의 박자가 공존하면서 발생하는 긴장감

을 생동감있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악보 160> 제 4번 마디 1-3

<악보 161> 제 7번 마디 77-78

제 1성부 

제 2성부     .

제 3성부 

제 4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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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라스틱아니메의구체적적용: 프렐류드제 3번과제 4번

앞선 장에서는 이동동작과 비이동동작 중 손뼉치기, 걷기, 지휘하기를 중

심으로 신체움직임이 소개되었고 그 외 기타 응용동작의 하나로 Laban의

8가지 에포트 동작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플라스틱 아니메를 적용하는 과

정에서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동작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 과정

에서 창의적인 동작 뿐 아니라 움직임을 위한 공간 사용도 중요하며 그룹

앙상블을 통해 음악을 움직임으로 전달하는 능력도 요구된다. 다만 무용적

인 안무와는 구별되는데, 움직임의 난이도와 의미보다는 음악을 있는 그대

로 표현하고 음악과 일치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

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편 제 3번의 경우 느린 템포에서 선율선이 다양한 길이로 표현되면서

박자․리듬․감정 악센트의 변화가 일어나며, 달크로즈가 중시한 시간-공

간-에너지의 상관관계를 선율과 리듬의 변화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작

품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 4번은 마디마다 요동치며 바뀌는 박의 변화

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연주의 성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에 본 장에서는 대조적 분위기의 두 악장을 플라스틱 아니메로 표현하는

과정을 하나의 예시로써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플라스틱 아니메를 구성함에 있어 1인, 2인, 2인 이상의 군무 등 참

여인원은 안무가의 선택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제 3번에서는 선율과 반주로 역할이 구분되는 왼손과 오른손의 대조적

인 선율 움직임, 그리고 제 4번에서는 성부간의 상호작용이 강조되는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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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의 특성을 표현하는데 초점을 맞춰 오른손과 왼손의 역할을 두 명의

공연자(오른손-A, 왼손-B)가 나누어 표현하는 것으로 플라스틱 아니메 작

업을 전개하였다.

1) 프렐류드 제 3번

제 3번에서 왼손의 움직임은 반복되는 음형으로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인상을 주며, 물의 표면이 잔잔하게 출렁이는 모습이 연상된다. 따라서 왼

손을 표현하는 공연자 B는 고요하고 차분한 움직임으로 공간 안에서 이동

하며 손목 관절의 움직임으로 왼손 음형의 잔잔하지만 응축된 에너지의 출

렁임을 표현하였다. 신체 위치의 높이 변화는 거의 없으며 수평적인 이동

의 움직임으로 구상하였다. 간혹 왼손의 음형은 오른손의 선율 변화에 따

라 변형되기도 하지만 에너지의 큰 변화는 없는 편이다. 이처럼 음형의 변

화가 나타날 경우 음높이의 차이를 손목 관절, 더 나아가 팔의 전체 움직

임으로 동작 크기를 변화시켜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공연자 A의 주변을

맴도는 모습으로 이동하며 리듬이 복잡해지고 곡의 절정감이 최고조에 달

하는 부분에 이를수록 두 공연자 사이의 움직임의 반경을 확대함으로써 시

각적으로도 작품의 클라이맥스를 청중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공연자 A와 B는 코다 부분이 나올 때까지 서로 마주치는 일이 없

는 동선으로 움직이며 미묘하게 어울리는 듯 안 어울리는 왼손과 오른손의

상이한 움직임을 표현하였다.

한편 오른손의 선율은 긴 음가가 많이 포함되어 충분한 음 길이를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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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호흡과 함께 걷기 동작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당김음으로 시작되는 리듬적 긴장감을 짧게 숨을 들이 마쉬는

동작으로 표현한 후 이어지는 긴 음가에서 그 길이만큼 충분히 서서히 숨

을 내뱉는 동작으로 긴장의 이완을 표현한 것을 기초로 하여 오른손의 움

직임을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구체적 움직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음악 시작 전, 무대 앞쪽에서 A가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엎드려 있

다(그림 14). B는 무대 뒤편을 보고 돌아서 서서 A의 바깥쪽 측면에 위치

해 있다. 왼손의 오스티나토 음형으로 시작되는 음악에 맞춰서 B가 서서히

걸음을 떼어 움직이기 시작하고 오른손의 손목이 출렁이는 음형을 반영한

다. 마디 3-4에서 오른손 선율이 시작되는 순간, A는 엎드린 상태에서 머

리를 살짝 들어 올리며 숨을 들이 마시고 곧 날숨과 함께 몸의 에너지를

이완시키며 다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이완하며 내려놓는 동작은 천

천히 끊어지지 않게 표현되는 것이 좋다. 약간의 출렁임을 보여줬던 오른

손 선율은 반복될수록 움직임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A의 움직임도

점점 확장된다. 마치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는 생명

체의 움직임이 연상된다.

<그림 14> 제 3번 도입부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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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프레이즈(마디 3-4)에서는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고개만 살짝 들었

다 내렸다면, 두 번째 프레이즈(마디 4-5)에서는 좀 더 고개를 높이 들어

올려 시선을 정면에 두었다가 고개와 함께 바닥을 향한다. 세 번째 프레이

즈(마디 5-6)에서는 상체를 들어올려 선율의 꾸밈음을 두 팔을 휘감는 동

작으로 표현하고 다시 천천히 떨어뜨린다. 다음 프레이즈(마디 7-10)는 길

이가 확장되고 큰 상행도약 진행이 포함되므로 큰 출렁임이 발생한다. <그

림 15>와 같이 두 팔을 지탱해 상체를 더욱 높이 들어 올려 정면을 응시

한 후, 큰 도약 음정이 나타나  가 강조되는 부분(마디 8과 마디 9)에서

<그림 16>와 같이 각각 한 팔을 뻗었다가 천천히 내려주는 움직임으로 음

형과 리듬을 동시에 표현한다.

계속 엇박이 강조되던 선율이 마디 14에서는 강박에 . 가 배치되는 리

듬으로 변화된다. 여기에 rinf., <>가 제시되면서 다이내믹 악센트와 함께

아고긱 악센트가 발생하면서 강박이 크게 강조되는데, 이 지점의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몸의 무게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7). 즉 이전까지는 엎드린 상태에서 중력에 반하여 상체를 계속 일

으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면 이 부분에서는 등을 바닥에 대고 돌아누

<그림 15> 마디 7의 동작 <그림 16> 마디 8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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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며 중력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다. 마치 음악에 있어서 박자

의 고정된 틀이 갖는 강압적인 힘을 지구의 중력에 빗대어, 박자에서 벗어

나려는 선율의 당김음 패턴을 중력에 저항하는 움직임으로, 박자에 굴복하

여 강박이 강조되는 패턴은 중력에 이끌려 바닥으로 내려앉는 모습으로 상

징하고 있는 것이다.

마디 16에서 몸을 돌려 방향을 반대쪽으로 바꾼 뒤(그림 18), A′부분

(마디 17-31)이 연결된다. A′부분에서는 선율의 큰 도약과 빠르게 진행되

는 리듬의 분할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 더욱 역동적인 에너지가 발생한

다. 이러한 에너지의 증가를 표현하기 위해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던 A의

움직임이 무대 전체를 이동(공간의 사용 확대)하며 빠르게 움직이는 것(속

도의 증가)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마디 27에서는 가장 높은 음역으로 상행

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A는 음역에 따라 신체의 높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마디 19-20에서 빠르게 상행하는 음형에 따라 공연자 A는 상체를 일으

켜 세워 앉은 뒤 음형의 하강과 함께 상체를 다시 바닥으로 떨군다. 이 때

상체와 함께 고개의 움직임은 커다란 원을 그리며 하나의 동작으로 흐른

<그림 17> 마디 14의 동작 <그림 18> 마디 16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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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디 22에서 A는 서서히 몸을 일으켜 반무릎 상태로 앉는다. 마디 25

의 상행하는 음형에서는 상체를 낮추고 한 쪽 다리를 공중으로 차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으로(그림 19), 마디 27의 상행선율에서는 완전히 자리에

서 일어나 무대 정면 한쪽 끝으로 뛰어나가 서 있는 동작으로 표현한다.

마디 28의 제 1박은 곡의 정점을 형성하며 강박이 악센트기호와 다이내믹

기호로 함께 강조되는 부분인데 A는 두 팔을 강하게 뻗어 올리며 신체의

높이를 가장 최대치로 끌어올린다(그림 20). 이 때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은 최대가 되며 이와 같은 공간의 사용을 통해 확장된 에너지,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의 음역 차이를 표현한다.

마디 28 제 1박에서 정점을 찍은 뒤 음악은 점차적으로 하강하는 음형과

함께 그 에너지를 잃는 모습이다. A는 하행하는 선율에 따라 반 바퀴 돌아

무대 뒤를 향해 대각선으로 걸어간다. 이때 모든 가 테누토로 강조되고

<그림 19> 마디 25의 동작

<그림 20> 마디 28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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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발바닥에 무게가 충분히 실린 발걸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

다. 하행하는 도중에 당김음이 나타나는 지점에서는 걸음을 멈추고 <그림

21>과 같이 한 발을 축으로 돌아 몸의 방향을 바꾸어 다른 곳을 향해 걸

어가는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무대의 공간 안을 여러 방향으로 이동하여

움직이다가 마디 28에서는 반대쪽 무대 정면에 위치해 앉아 B부분의 시작

을 기다린다.

B 부분(마디 31-39)의 시작 지점에서 A는 상체를 이완해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움직임을 준비한다. 마디 31 끝에서 선율이 시작됨과 동시에 구

부린 상체를 조금씩 일으켜 세우면서 천천히 회전한다. 마디 34에서는 가

장 높은 음인 G음에 도달했을 때 <그림 22>와 같이 두 팔을 공중으로 펼

쳤다가 마디 39에 이르는 동안 아주 천천히 끊어지지 않는 동작으로 팔을

내려준다. A는 무대 정면 한쪽 구석에 위치해 있고, B는 대각선으로 반대

편 무대 뒤쪽으로 향해가면서, 마디 28에서부터 왼손의 베이스 음이 들릴

때마다 무릎을 살짝 구부려 몸을 낮춤으로써 저음이 주는 무게감을 표현한

다.

<그림 21> 마디 30의 방향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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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마디 40-44)에서는 2성부의 대위적인 구조로 텍스처가 변화함과 동

시에 두 공연자의 움직임이 처음으로 동등하고 독립적인 관계로 변화한다.

코다의 시작과 함께 A는 고개를 돌려 B를 바라본다(그림 23). 하강하는 오

른손 선율의 진행과 함께 B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 그 주변에 자리를 잡

고 앉는다. 그러면 왼손의 선율이 받아서 나올 때 B도 드디어 A를 향해

걸어가고(그림 24), 그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마주 앉는다.

<악보 162>와 <악보 163>은 제 3번의 전체 안무를 요약해 놓은 악보이

다.

<그림 23> 마디 40 코다시작   <그림 24> 마디 43 왼손 움직임

  <그림 22> 마디 34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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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2> 제 3번 마디 1-19 안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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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3> 제 3번 마디 20-44 안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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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렐류드 제 4번

제 4번의 움직임은 제 3번이 마무리될 때 취한 동작에서 바로 연결되는

데(그림 25), 오른손의 성부는 각 마디의 첫 박에 오는 박자 악센트를 취하

면서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움직이며, 왼손의 성부는 보충리듬

형태로 뒤따라오는 움직이는 모습이다. 따라서 오른손을 맡은 A가 무대 중

앙에서 움직이며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 왼손을 맡은 B가 A 주위에

머무르며 뒤따라오는 움직임으로 구성하였다(그림 26).

또한 음악에서 박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악센트의 불규칙한 위치 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역동적인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두 사람 모두 신체 방향을 수시로 바꿔줌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음악 흐름

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일례로, 시간-공간-에너지악보

164>는 제 4번의 마디 1-2인데, ‘3+2+2’의 박 구성 중에서 첫 . 박에서는
오른쪽 팔꿈치를 몸 바깥쪽으로 살짝 밀었다가 가져온다. 마디 1의 최고점

인 두 번째  박에서는 오른팔을 몸의 오른편으로 강하게 뻗어내고 세 번

<그림 25> 도입부 자세 <그림 26> 두 성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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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박에서는 팔을 뻗어낸 방향으로 몸이 따라 회전하여 방향을 바꾸는

동작을 대입하였다. 왼손 성부는 오른손의 움직임을 뒤따라가는 보충 리듬

형태이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동작을 적용하였다. 왼손은 마디 1-2 제 3박

의 첫 음이 선율적으로나 리듬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므로 이 지점을 향해

몸의 무게를 이동하여 방향을 트는 동작으로 표현하였다.

음악의 전체 흐름은 A부분(마디 1-9)에서 저음으로 시작되었다가 조금

씩 음역이 상승하고 리듬적 긴장감이 함께 증폭되면서 클라이맥스에 도달

한다. 클라이맥스 이후에는 음역이 점차 하강하여 다시 저음부에 도착하여

끝을 맺는다. 이러한 음악의 흐름에 맞춰 ‘시간-공간-에너지’의 맥락으로

<그림 27> 재빠른 방향 전환 동작들

<악보 164> 제 4번 마디 1-2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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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낮은 음역에서 pp로 연주되는 묵직한 음향의 시작 부분에서는 공

연자 A와 B는 무대의 후면에서 반 무릎으로 앉은 낮은 신체 위치에서 움

직임을 시작한다. 음악이 점차 진행되면서 프레이즈의 정점을 이루는데, 두

공연자는 점차 몸을 일으켜 세워 공간 안에서 이동하다가 첫 번째 프레이

즈(A부분)가 마무리되는 지점에서 다시 무대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와 멈

춰선 채 두 번째 프레이즈(A′부분, 마디 10-25)의 시작을 기다린다(그림

28).

두 번째 프레이즈(A′부분)는 A부분과 같은 선율 모티브로 시작되므로

처음의 동작을 똑같이 적용하나 일어선 위치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A부

분과 구별된다. 이는 A부분에 비해 시작부분의 음역이 완전4도 상승한 것

을 반영한 것이다(그림 29).

A′부분 중간부터는 음역대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악곡 전체의 클라이맥

스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공연자 A와 B 모두 무대 전체(공간의 사용

확대)를 이동하며 고조된 에너지(에너지 상승)를 빠른 움직임(속도의 증가)

으로 표현하게 된다. 특히 클라이맥스 지점에서는 성부가 중복되고 음역

폭이 최대치를 이루며 다이내믹 수준도 점진적인 크레셴도를 거쳐 포르테

<그림 28> A부분 마무리 <그림 29> A′부분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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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게 되므로, 공연자 A는 강한 박자 악센트와 리듬 악센트, 선율 악

센트가 두드러지는 지점에서 점프 동작을 대입해서 충동적이고 강한 음악

의 흐름을 표현한다(그림 30).

A′부분이 마무리되는 세 마디(마디 23-25) 중 첫 두 마디 동안에는 ff

에 이르기까지 음악이 계속 상승하다가 마지막 마디에 와서 음역이 급격히

하강하는데, 공연자 A는 갑작스럽게 주저앉는 동작으로 이를 반영하게 된

다(그림 31).

<그림 30> 클라이맥스 지점의 공간 사용

<그림 31> A′부분 마무리 <그림 32> A″부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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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프레이즈(A″부분, 마디 26-36)는 강한 포르테시모의 다이내믹

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두 공연자는 강한 에너지를 유지하여 결코 가볍

지 않은 묵직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특히 A″부분에 와서 왼손 성부의 아

티큘레이션이 마르카토로 변형되어 보다 강조되므로 공연자 B는 공연자 A

에 비해 무대 전면에 위치하고 비교적 빠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다. 반면 공연자 A는 상대적으로 무대 뒤쪽으로 후진하며 움직인다(그림

32).

여섯 마디에 걸친 마지막 부분(마디 31-36)은 음악이 마무리되는 일종의

코다 부분의 성격을 띠는데 같은 선율 동기가 반복되는 동시에 동기 사이

의 간격이 점차 축소되는 형태를 보인다. 이에 따라 긴장감이 잠시 상승하

지만 제 34-36마디에서 리듬이 갑자기 확대된 형태로 등장하면서 긴장감

이 일순간에 사그러드는 모습이 관찰된다. 공연자 A와 B는 반복되는 선율

에 따른 같은 동작을 반복하되 무대 후면을 향해 물러난다. 음악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두 사람 모두 무대 후면에서 다시 반 무릎 상태로 끓어 앉

으며 음악을 마무리하게 된다(그림 33).

<악보 165>와 <악보 166>은 전체 안무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그림 33> 코다 부분 반복 패턴 동작



- 143 -

<악보 165> 제 4번 마디 1-20 안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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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6> 제 4번 마디 21-36 안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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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리듬을 깊이 탐구했던 20세기 작곡가 Martin은 그의 대표적인 피아노

작품인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를 통해 다양한 박의 조합을 기초로 한

창의적인 리듬 실험을 선보였으며 불규칙 박, 변박자, 복합박자, 무박자 등

을 사용하였다. 특히 그는 음악에 있어서 리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신체

의 훈련을 통한 리듬 교육이 리듬감을 계발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

였고, ‘리듬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신체를

훈련함으로써 리듬에 반영된 뉘앙스를 살려 연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리듬의 이해와 신체 움직임을 활용한 표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 전곡 독주회를 준비

하면서 이루어진 리듬 분석, 그리고 리듬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 시행했

던 신체동작을 이용한 연습과 제 3번과 제 4번의 플라스틱 아니메 공연을

진행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8개 프렐류드의 리듬

분석도구로 Martin에게 영향을 미친 Dalcroze의 리듬이론과 Lussy의 악센

트와 연계된 음악 표현에 대한 철학이 적용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의 리듬분석을 토대로

플라스틱 아니메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피아노 밖에서 움직임을

이용한 연습이 가지는 의미를 발견하고 그 효과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의 리듬분석을 통해 발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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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Martin은 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다. <8개의 피아노 프렐류드>

에는 불규칙 박, 변박자, 복합박자, 무박자 등 여러 형태의 박자가 나타나

는데 이것은 모두 그의 박에 대한 실험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러한 박의

실험을 통해 Martin은 박자 악센트를 이동시켜 규칙적인 박의 흐름을 방

해하고 그러한 진행을 통해 음악적 긴장감을 유발하였다. 그가 박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은 ‘기본 박을 근거로 표기된 메트로놈 표시’와 ‘박을 단

위로 한 기보’를 통해서 나타나고, ‘박의 배치를 느끼며 연주하는 것’에 대

한 중요성을 악보와 저서에서 강조해서 밝히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둘째, 주어진 박자 안에서 고유의 박자가 가지는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

하는 다양한 리듬적 요소들이 관찰되는 것이 흥미로웠다. 수평적인 진행의

관점에서 보면 ‘박의 그룹핑’, ‘당김음의 사용’, ‘쉼표 및 붙임줄을 이용한

음가의 변형’, ‘아나크루식 프레이즈’, 그리고 수직적 관점에서는 ‘보충리듬’,

‘크로스리듬’, ‘성부간의 대위적 리듬 진행’, ‘폴리리듬’ 등이 고유의 박자 및

리듬 악센트를 거스르는 그 대표적 리듬 기법들로 사용되었다.

셋째, 아티큘레이션, 셈여림, 템포관련 용어, 선율의 진행, 화음, 텍스처의

변화 등 표현적 요소들로 인해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악센트들은 음악에 음

영을 주어 생명력 있는 연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 사용됨이 발

견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음악적 표현을 위해 연습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

는 신체 움직임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Dalcroze가

효율적인 신체 움직임의 원리이자 음악표현의 원리라고 주장한 ‘시간-공간

-에너지’의 맥락 안에서 리듬을 이해하고, 피아노를 떠나 신체 움직임으로

연습하는 다양한 활동: 걷기, 손뼉 치기, 지휘하기 등의 비이동 동작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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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동작, 스캣하기와 노래하기 등이 제시되었으며 기타 응용동작으로

Laban의 8가지 에포트를 적용하여 소개하였다. 이러한 간단한 동작들은 또

한 고정적인 박을 느끼면서 리듬의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휘하기와

스캣하기, 걷기와 손뼉 치기 등의 결합동작들로 발전시켜 제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느린 템포에서 선율선이 다양한

길이로 표현되면서 박자․리듬․감정 악센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

할 수 있는 제 3번과, 마디마다 요동치며 바뀌는 박의 변화가 가장 복잡하

게 얽혀 있는 제 4번을 플라스틱 아니메의 과정으로 재해석한 작업을 하나

의 예시로써 제시하여, 피아노 앞에서만의 연습이 아닌 움직임을 통해 음

악을 경험하는 최고 난이도의 과정을 소개하였다. 연구자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공간-에너지’의 맥락이 음악과 움직임에 적용되는 것을 구

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음악의 전체 맥락이 입체적이고 살아 있는

분석으로 머리에 그려지고 세세한 리듬의 움직임이 근육에 저장될 수 있어

서 종국적으로 연주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자는 직접 제 3번과 제 4번의 플라스틱 아니메 공연을 경험

한 결과, 무대 위에서 공연할 당시 움직임을 통해 음악이 신체 내에 자연

스럽게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들리는 음악이 연구자의 내면의 음

악과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호흡하는 자유롭고도 고도로 몰입된 느낌을 경

험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은 연주자로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상황에도 충

분히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며, 프렐류드 전곡 독주회를 진행하면서 리듬의

특징과 리듬의 뉘앙스를 이해한 후 신체 움직임을 활용하여 연습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신체 에너지를 연주에 적용하였을 때 연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또한 경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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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본 연구에서는 Martin의 프렐류드에 국한해서 리듬분석과 신체움

직임의 적용이 실험되었지만 연구의 내용은 Martin 뿐 아니라 다른 작곡

가들의 작품에도 적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Martin의 작품을 재료로 사용하여 Dalcroze의 리듬 이론을 적용하

여 음악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리듬에 대해 지적인 이해로 그치지 않고 피아노 연주와 플라스틱

아니메 작업 경험을 토대로 신체움직임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연

습방법을 제시한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여겨진다.

아쉽게도 본 논고는 제 3번과 제 4번의 플라스틱 아니메 작업만을 수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연구 작업을 통해 다른 작품에도 플라스틱 아

니메를 적용하는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더 나아가서 Martin의 작품

뿐 아니라 피아노작품을 이용한 플라스틱 아니메 작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

어져 피아노 앞에서 하는 테크닉 연습을 초월해서 신체를 적극적으로 움직

이는 연습의 효용성이 재조명되고 관련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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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lication of Plastique Animée Based on

the Rhythmic Analysis of

<8 préludes pour le piano> by Frank Martin

Jihye KIM

Frank Martin (1890-1974) was a Swiss composer, who focused on the

musical rhythm, in the twentieth century. He studied at Institut

Jaques-Dalcroze in Geneva to continue his own rhythmic research and

composed various rhythm-decisive works. One of them is 8 preludes

pour le piano in 1949, where we can witness his use of diverse beat

grouping including irregular meter, changing meter, polymeter as many

other composers did in the period of time.

The composer stressed the role of rhythm in music and stated that a

sense of musical rhythm can actually be developed by physical training.

This thesis supports his thought that, in order to achieve rhythmic

nuance, physical practice can be needed. It also discusses the rhythmic

analysis, actual movements, and plastique animée that was pract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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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preparation of <8 preludes pour le piano>. I also used the

rhythmic theory of Emile Jaques-Dalcroze(1865-1950) and the musical

expression of Mathis Lussy(1828-1910), who influenced Mart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how related body action is to

playing the piano through the analysis of rhythm shown in eight piano

preludes.

The following are of the rhythmic analysis from the eight piano

preludes.

Firstly, Martin used throughout all of the eight preludes irregular

meter, changing meter, polymeter to experiment meter. In other words,

he deliberately interrupted the metrical pattern by changing accents,

resulting in rhythmic conflict. It is indicated by metronome markings on

basic beat, and notation of grouping notes according to basic beat on

meter, and his comment on interpretation of beat grouping.

Secondly, it is notable to find the tensions against original beat and

rhythmic accent, which come from beat grouping, syncopations, the use

of rest, slur, and tie, anacrusis phrase, cross rhythm, additive rhythm,

counterpoint, polyrhythm.

Thirdly, irregular accents also derive from articulation, dynamics,

melody, chords, change of texture, and it all contributes to musical

nu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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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analysis above, physical training are appreciating

rhythm in the context of time-space-energy, walking, clapping,

conducting, movements in place, movements in space and scat, singing.

Ultimately, plastique animée of prélude no. 4 indicates that movements

alone can deliver the music more efficiently than working on the piano.

This dissertation shows Martin’s experiments on rhythm and its

application of physical movements over preludes. Yet it could also be

applied to other works. By understanding Martin’s music in Dalcroze’s

world, music can be interpreted not only by knowledge but also by

experience. It is also meaningful to suggest various ways of working

on music based on my personal experience.

Although I here mentioned plastique animée only in no. 4, it can be

utilized for many other works as well as Martin’s pieces. It will be not

a simple skill practice to play the piano, but physical training to project

music itself from our body. And I hope this research to offer insight

into Martin’s piano music and shed new light on usefulness of physical

working for music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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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연도별 Martin 작품목록20)

연도 작품명

1899 Tête de Linotte

1900 Pour Papa

1902? Klavierstück in c-moll

1907 Motet

1909 An

1909 Pourquoi voient-ils le jour?

1910 Trois Poèmes païens

1911? Trois chansons du ⅩⅧe siècle 

1912 Ode et Sonnet

1913 Suite pour orchestre

1913 Sonate pour piano et violon op. 1(제 1번)

1915 Symphonie pour orchestre burlesque

1916 Le Roy a fait battre tambour

1918 Les Dithyrambes

1919 Quintette pour piano, 2 violons, alto et violoncelle

1920 Esquisse 

1920 Chantons, je vous en prie

1920 Pavane couleur du temps

1921 Quatre sonnets à Cassandre

1922-26 Messe 

1922 Œdipe-Roi

1923 Chanson du Mezzetin

1923 Œdipe à Colone

1924 Ouverture et Foxtrot 

1925 Trio sur les mélodies populaires irlandaises 

1924-26 Rythmes, trois mouvements symphoniques

1928 Le Divorce

1928? Malborough

1929 Jeux de Rhône

1929 Roméo et Juliette

1929-30 Cantate pour le Temps de Noël

1930-31 La niques à Satan

1930 Le Coucou

1931-32 Sonate pour violon et piano(제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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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Quatre pièce brèves pour guitare

1933-34 Concerto pour piano et orchestre(제 1번)

1935 Rhapsodie 

1935 Die blaue Blume

1936 Trio à cordes

1936-37 Symphonie pour grand orchestre

1937 Petite Marche blanche et Trio noir

1938 Ballade pour saxophone

1938 Le Vin Herbé(제 1부)

1938 Sonata da Chiesa 

1939 Du Rhône à Rhin

1939 Ballade pour flûte

1939 Ballade pour piano et orchestre

1940 Ballade pour trombone

1940-41 Le Vin Herb(제 2부, 제 3부)

1941 Cantate pour le 1er août

1941 Das Märchen vom Aschenbrödel

1942 La Voix des siècles

1942-43 Der Cornet

1943 Ein Totentanz zu Basel im Jahre 1943

1943-44 Sechs Monologe aus Jedermann

1944 Kanon für Werner Reinhart

1944 Passacaille pour orgue

1943-44 Janeton

1944-45 Petite Symphonie Concertante

1944 In Terra Pax

1945 A la foire d’amour

1945 Dédicace

1945 Petite fanfare 

1945-48 Golgotha

1946 Athalie

1947 Quant n’ont assez fait do-do

1947 Trois chants de Noël

1947-48 Huit préludes pour le piano

1949 Ballade pour violoncelle

1949 Concerto pour sept instruments à vent

1950 Ariel

1950-51 Concerto pour violon et orchestre

1951-52 Concerto pour clavecin et petit orchestre

1952 Claire de lune(피아노)

1952-55 Der Sturm

1955 Au Claire de lune(피아노 4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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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록 1(연도별 작품목록)과 부록 2(장르별 작품목록)은 Billeter)의 Frank

Martin: Werdegang und Musiksprache seiner Werke(1999, Schott)에 정리된

작품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955-56 Etudes pour orchestre à cordes

1956 Ouverture en hommage à Mozart

1957-59 Le Mystère de la Nativité

1958 Ouverture en rondeau

1958 Pseaumes de Genève

1960 Drey Minnelieder

1960-62 Monsieur de Pouceaurgnac

1961 Ode à la musique

1961 Verse à boire

1963 Inter Arma Caritas 

1963-64 Les Quatre Eléments

1964 Pilate

1965 Etude rythmique en hommage à Jaques-Dalcroze

1965 Esquisse pour piano

1965-66 Concerto pour violoncelle et orchestre

1966-67 Quatuor à cordes

1967 Magnificat

1968-69 Concerto pour piano et orchestre(제 2번)

1968 Maria-Triptychon: Ave Maria-Magnificat-Stabat Mater

1969 Erasmi Monumentum

1969 Ballade des Pendus

1970 Trois Danses

1970-71 Poèmes de la Mort

1971-72 Requiem

1972 Ballade pour alto

1973 Polyptyque

1973 Fantaisie sur des rythmes flamenco

1974 Et la Vie l’empo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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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르별 작품목록

(1) 극음악

1922 Œdipe-Roi

1923-24 Œdipe à Colone

1928 Le Divorce

1929 Roméo et Juilette

1930-31 La Nique à Satan

1935 Die blaue Blume

1938-41 Le Vin Herbé, Oratorio profane

1941 Das Märchen vom Aschnbrödel

1942 La Voix des siècles

1943 Ein Totentanz zu Basel im Jahre 1943

1946 Athalie

1952-55 Der Sturm

1957-59 Le Mystère de la Nativité

1960-62 Monsieur de Pouceaurgnac

(2) 성악음악

2.1 합창과 기악/관현악

1907 Motet

1909 Pourquoi vient-ils le jour?

1915-18 Les Dithyrambes

1920 Chantons, je vous en prie

1929 Jeux du Rhône

1929-30 Cantate pour le Temps de Noël

1930-31 18 Chansons aus La nique à Satan

1941 Cantate pour le 1er août

1944 In Terra Pax

1945-48 Golgotha

1957-59 Le Mystère de la Nativité

1958 Pseaumes de Genève

1961 Ode à la musique

1964 Pilate

1971 Requiem

1973 Notre Père

1974 Et la Vie l’empo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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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카펠라 합창

1912 Ode et Sonnet

1922/26 Messe

1930 Le Coucou, Chanson, Chanson en canon

1943-44 Janeton, Si Charlette avait voulu, Oetite Eglise

1944 Canon pour Werner Reinhart

1945
A la Foire d’amour, Chanson des jours de pluie, A la 

Fontaine

1950 5 Gesänge des Ariel

1961 Verse à boire

2.3 독창과 관현악

1910 Trois Poèmes païens

1916 Le Roy a fait battre tambour

1938-41 Le Vin Herbé

1942-43 Der Cornet

1943-44 Sechs Monologe aus Jedermann (1949)

1952-55 3 fragments tirés de l’opéra “Der Sturm”

1967-68 Maria-Triptychon

2.4 독창과 기악

1899 Tête de Linotte

1909 An

1921 Quatre Sonnets à Cassandre

1923 Chanson de Mezzetin

1928경 Malborough

1943-44 Sechs Monologe aus Jedermann

1945 Dédicace

1947 Quant n’ont assez fait do-do

1947 Trois chants de Noël

1960 Drey Minnelieder

1969-71 Poèmes de la Mort 

1971-72 Agnus Dei aus Requi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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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악음악

3.1 관현악

1913 Suite

1915 Symphonie pour orchestre burlesque

1920 Esquisse

1920 Pavane couleur du temps (1954)

1924 Entr’acte

1924-26 Rythmes

1933 Guitare(1934)

1935 Rhapsodie

1936-37 Symphonie

1939 Du Rhône au Rhin

1942 Marche des 22 cantons, Marche de Geneva

1944 Passacaille (1952, 1962)

1944-45 Symphonie concertante (1945-46)

1945 Petite fanfare

1946 Ouverture pour Athalie

1955-56 Etudes

1956 Ouverture en hommage à Mozart

1958 Ouverture en Rondeau

1963 Inter Arima Caritas

1963-64 Les Quatres Eléments

1969 Erasmi Monumentum

3.2 협주곡: 다수의 악기와 관현악 구성

1935 Danse de la peur aus Die blaue Blume

1944-45 Petite Symphonie Concertante

1949 Concerto pour sept instruments à vent

1970 Trois Danses

3.3 협주곡: 독주 악기와 관현악 구성

1924 Concert pour instruments à vent et piano

1933-34 Klavierkonzert Nr. 1

1938 Ballade für Saxophon

1938
Sonata da Chiesa für Flöte und Streichorchester (1958)

für Viola d’amore und Streichorchester (1952)

1939 Ballade für Flöte (1941)

1939 Ballade für Klavier 

1940 Ballade für Posaune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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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Ballade für Violoncello

1950-51 Violonkonzert

1951-52 Cembalokonzert

1965-66 Violoncellokonzert

1968-69 Klavierkonzert Nr. 2

1972 Ballade für Bratsche

1973 Polyptyque

3.4 실내악

1913 Sonate für Klavier und Violine Nr. 1 

1919 Klavierquintett

1920 Pavane couleur du temps

1924 Ouverture et Foxtrot für 2 Klaviere

1925 Klaviertrio über irländische Volkslieder

1931-32
Sonate für Violine und Klavier Nr. 2

Chaconne für Violoncello und Klavier (1957)

1935 Rhapsodie für 2 Violinen, 2 Bratschen und Kontrabaß 

1936 Streucgtrio

1937 Petite marche usw. für 2 Klaviere

1938

Sonata da Chiesa für Viola d’amore und Orgel, 

für Flöte und Orgel (1941)

für Oboe d’amore und Orgel

1939 Ballade für Flöte und Klavier

1940 Ballade für Posaune und Klavier 

1941
Petite complainte für Oboe und Klavier aus Das 

Aschenbrödel

1949 Ballade für Violoncello und Klavier 

1957-59 Pièce brève für Flöte, Oboe und Harfe aus Le Mystère

1966-67 Streichquartett

3.5 기악 독주

1920 Pavane couleur du temps für Klavier zu 4 Händen 

1926 Agnus Dei für Orgel 

1933
Quatre pièces brèves für Guitare

Guitare für Klavier

1941 Danse grave für Klavier aus Aschenbrödel

1944 Passacaille für Or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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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48 8 Préludes für Klavier

1952 Claire de lune für Klavier

1955 Au Clair de la lune für Klvier zu 4 Händen

1965 Etude rythmique für Klavier 

1965 Esquisse für Klavier

1973 Fantaisie über Flamenco-Rhythmen für Kla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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