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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Visions Fugitives Op.22에 나타난

프로코피에프의 작곡 어법 연구

20세기 대표 작곡가 중 하나인 프로코피에프의 작품은 오늘날에도 자주

연주되고 있지만 그의 곡을 처음 접하는 계기는 대체로 소나타와 같은 고

급 레퍼토리를 통해서이다. 낯선 화성 진행과 두드리는 리듬 등 새로운 음

악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섞인 악보에서 프로코피에프의 음악어법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논문의 주제인 프로코피에프의 초기 시기 1915-1917년 작품인 <사라

지는 환영들 Op.22>(Visions Fugitives Op.22)은 20개의 짧은 모음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곡마다 다양한 분위기가 나타나는 작품집이다. 또한

난이도도 중급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번호가 다수 있어서 소나타나 협주곡

을 접하기 전 그의 작곡 어법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레퍼토리이다. 연구

에서는 먼저 그의 생애와 피아노 작품을 알아본 후 20개 곡을 특징 분석하

였다. 다음으로 그의 어법들을 정리하였는데 작곡가 자신이 밝힌 다섯 가

지 요소 즉 고전적 성격, 혁신적 요소, 토카타 또는 동력적 요소, 서정적

성격, 풍자 또는 그로테스크한 요소가 한 번호에 혼합되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도 러시아의 민속적 요소, 음향적 특징, 드라마틱한

성격이 작품에 드러나 있었으며 번호들의 난이도 설정이 가능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프로코피에프의 작품세계와 스타일을 중급 수준부터 파악하고

이해하여 고급 레퍼토리를 다루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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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20세기 음악은 연주와 교육의 중요한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세기 문헌 연구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다른 시기에서보다 훨씬 다양한 경향과 작곡가가 출현했던 시대인 만큼

제대로 탐구되지 못한 작품들도 아직 많다.

20세기 전반부 피아노 음악의 주요 경향으로 인상주의(impressionism),

신고전주의(neo-classicism), 민족주의(nationalism), 12음기법(twelve-tone

technique), 원시주의(primitivism) 등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작곡가 드뷔

시, 라벨, 스트라빈스키, 쇤베르크, 바르톡은 각기 독창적인 시도로 새로운

음악어법을 만들어냈다. 이들과 함께 20세기 초반의 가장 중요한 작곡가

중 하나로 혁신적인 작품세계를 제시한 인물이 러시아의 세르게이 프로코

피에프(Sergey Prokofiev, 1891-1953)이다. 프로코피에프는 악기로서의 피아

노가 지니는 고유의 효과를 잘 알고 이를 충분히 의식하며 작곡하였고 오

늘날 그의 작품들은 20세기 곡들 중 가장 자주 연주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

가 되었다. 그는 자유로운 불협화음을 서정적인 요소와 혼합시켰으며 피아

노를 타악기로도 표현하였고 활기찬 리듬과 선율에서는 러시아의 민속 재

료를 풍부하게 활용했다. 프로코피에프는 당대의 뛰어난 피아니스트로서

피아노 작품을 통해 자신의 작곡 기법과 음악어법을 확립하였다. 프로코피

에프의 음악 양식은 그가 살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 시기(1891-1918),

미국과 프랑스의 망명 시기(1918-1936), 소련 시기(1936-1953)로 구분된다.

그의 초기 작품은 후기 낭만의 어법이 남아있는 가운데 현대적 경향도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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렷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미국과 프랑스에 거주하던 시기에도 신고전주의

와 아방가르드적 성향을 동시에 보인 반면, 소련으로 복귀하면서 사회주의

적 리얼리즘에 입각한 새로운 단순성을 보이며 전통적 양식에 소련이 요구

하는 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곡은 프로코피에프의 <사라지는 환영들 Op.22>

(Visions Fugitives Op.22)이다. 많은 평론가들이 그의 ‘전쟁 소나타’ 이전

작품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하는 이 작품은 20개의 짧은 곡들로

구성된 모음곡으로 각 번호는 다양한 분위기와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프로코피에프의 소나타나 협주곡 같은 대곡을 접하기 전 그의 음악어법 즉

프로코피에프가 1941년에 자서전에서 쓴 다섯 가지 요소인 고전적 성격,

혁신적 요소, 토카타 또는 동력적 요소, 서정적 성격, 풍자 또는 그로테스

크1)한 요소를 보다 간결한 형태를 통해 탐구하기에 적절한 레퍼토리이다.

그의 작품은 혁명 전 러시아 시기인 제1시기에도 많은 소품들이 있지만

<사라지는 환영들 Op.22>(Visions Fugitives Op.22)은 각 곡이 짧고 압축

된 형태이며 단일 작품집으로는 가장 많은 20개의 번호를 갖고 있다. 피아니

스트 도노호(Peter Donohoe)는 이 작품을 “완결된 미니아츄어”라며 높이 평

가하였다.2) 프로코피에프의 음악적 개성은 주로 1917년 혁명 전에 형성되

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작품집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다양한 모양새의 20개 곡을 통해 부담 없이

작곡가의 어법에 접근할 수 있어 중급 과정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레퍼토리이다. 곡의 난이도도 다소 쉬운곡으로부터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1) 기괴한, 이상한, 색다른
2) 차호성, 오희숙, 김미옥, 『피아노문헌 연구2』, (서울: 심설당, 2012), 234.



- 3 -

곡까지 다양하여 순서를 정해 연주하거나 가르치기에 용이하다. 이와 같이

프로코피에프의 작곡 어법을 풍부하게 담고 있고 그의 작품을 처음 접하는

레퍼토리로도 적절한 이 작품을 심도 있고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20세기 전반 주요 작곡가이며 현재에도 그의 작

품 연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프로코피에프의 음악세계를 보다 구체적이

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Op.22의 분석을 통한 작곡 어법 연구의 필요

성을 인식하여 이를 본 논문의 주제로 삼았다.

선행연구 조사 결과 프로코피에프의 작품에 대한 적지 않은 논문이 있지

만 국내외 석사 논문들은 주로 소나타에 관한 것이었고 작곡 어법이나 작

품 성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형식, 선율, 리듬, 화성, 아티큘레이션 등

단순한 이론적 분석에 그치는 것이 다수였으며 Op.22에 관한 국내 박사 학

위 논문은 전무했다. 해외 논문으로는 두 편을 찾을 수 있었다. 학술 논문

을 단행본으로 묶은 데이비스(Laura Davis)3)와 박사논문 몰러링(Steven

Moellering)4)이 있는데 데이비스는 Op.22를 유형별로 나눈 다음 작곡 연대

별로 분석하였으며 몰러링의 논문은 주로 화성적인 분석에 치중되어 있었

다.

본 논문에서는 20개의 번호를 모두 특징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작곡 어

법 분류를 시도함으로써 이들 선행연구보다 확장된 시각으로 작품을 통찰

하고자 한다. 분류의 방식으로는 Op.22에서 발견할 수 있는 프로코피에프

3) Laura Davis , Visions Fugitives: Glimpses into Prokofiev's Compositional
Development From 1915-1917. 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GmbH
& Co., KG, 2012.

4) Steven Moellering, “Visions Fugitives Insights into Prokofiev’s Compositional

Vision,” D.M.A., diss., University of Nebraska Lincol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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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섯 가지 어법에 속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그 밖에 연구자

가 파악한 요소들도 첨가하여 서술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프로코피에프의 생애 3시기와 주요 피아노 작품에

대해 알아보고 Op.22가 속하는 초기의 피아노 작품 경향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Op.22의 작곡 배경과 20개 곡에 나타난 특징적인 면모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어지는 장에서는 분석을 통해 드러난 두드러진 어법을 요약 정

리할 것이다. 끝으로 이 작품집의 연주와 레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난이도 분류 제언을 간략하게 첨가할 것이다. 본 연구의 초점은 <사라지는

환영들 Op.22>(Visions Fugitives Op.22)에 담긴 프로코피에프의 작곡 어

법에 맞추었으며 각 곡의 자세한 연습 방법이나 연주를 위한 해석적인 고

찰은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제한점으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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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

(Sergey Prokofiev, 1891-1953)

1. 생애 요약

프로코피에프(Sergey Prokofiev, 1891-1953)의 생애는 그가 살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 시기(1891-1918), 미국과 프랑스의 망명 시기(1918-1936),

소련 시기(1936-1953)의 3시기로 구분된다.

프로코피에프는 1891년 4월 23일 우크라이나 지방 손초프카(Sontsovka)

에서 농장 관리인인 아버지와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

어났다. 어릴 적부터 프로코피에프는 어머니의 연주를 통해 베토벤과 쇼팽

의 곡을 듣고 자랐으며 그녀로부터 초기 음악 교육을 받았다. 그는 5세에

이미 피아노곡 <인도 풍의 갤럽>(Indian Galop)과 8세에 어린이를 위한

피아노로 반주하는 오페라 <거인>(Velika)을 작곡한 신동이었다. 1902년 1

월 타네예프(Sergey Taneyev, 1856-1915)로부터 본격적으로 음악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그해 타네예프의 소개로 글리에르(Reinhold Gliere, 1874-1956)

를 만나 1902-1904년 동안 여름마다 기초음악이론과 작곡을 공부하였다.

이후 1904년 상트 페테르부르크 음악원(Saint Petersburg Conservatory)

교수인 글라주노프(Alexander Glazunov, 1865-1936)의 권유로 13세의 나이

에 상트 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 입학하여 프로코피에프보다 10살 연상인

평생 친구 미야스코프스키(Nicolai Myaskovsky, 1881-1950)를 만나며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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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림스키코르사코프(Nikolai Rimsky-Korsakov, 1844-1908)에게, 피아노는

에시포브(Annette Essipov, 1851-1914)에게, 지휘는 체레프닌(Nikolai Tcherepnin,

1873-1945)에게 배웠다. 또한 스크리아빈, 드뷔시, 스트라빈스키 등의 ‘신음

악(new music)’에 관심을 가져 그가 작곡한 <4개의 소품 중 4번 악마적

암시>(Four Pieces for Piano No.4 Suggestion diabolique Op.4, 1910-1912)

는 언론에 무서운 아이(Enfant Terrible: 엄청난 신예를 뜻함)로 알려지게

되었다.5) 1910년 아버지의 죽음으로 그는 삶을 스스로 개척해야만 하였으

며 그해 모스크바에서 자신의 작품 <피아노 소나타 1번>(Piano Sonata

No.1 Op.1, 1907-1909)을 연주하였다. 또한 1914년 졸업 시험에서 자신의

작품인 <피아노 협주곡 1번>(Piano Concerto No.1 Op.10, 1911-1912)을

연주하여 루빈스타인상을 받으며 피아노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다. 그

해 어머니의 졸업 선물로 런던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당시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1882-1971)의 봄의 제전(The Rite of Spring, 1913)을 듣고 쓴

곡이 <스키타이 모음곡>(Scythian Suite Op.20, 1914-1915)이다. ‘스키타이

모음곡’은 민족주의 성향이 나타나며 같은 시기의 작품으로 오페라 <도박

사>(The Gambler Op.24, 1915-1917)와 신고전주의의 대표작이 된 <고전 교향

곡>(Classical Symphony Op.25, 1916-1917)과 7명의 거인들이 세계를 파괴

한다는 내용인 칸타타 <그들은 7인>(They Are Seven Op.30, 1917-1918)

등이 있다.

1917년 러시아는 2월 혁명과 볼셰비키 10월 혁명으로 인해 프로코피에프

는 1918년부터 1936년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프랑스에서 작곡과 연주활동을

하였으며 이 시기의 그의 음악은 아방가르드적 진보성향을 보였다. 1918년

5) 박유미, 『피아노 문헌』, (서울: 음악춘추사, 2014),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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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첫 번째 피아노 독주회를 열었는데 그의 피아노 연주에 관한 평

은 다음과 같았다. “강철같은 손가락, 강철로 된 손목, 강철로 만든 이두근,

강철로 만든 삼두근-그는 전신이 강철로 된 인간이다.”6) 그는 그의 음악뿐

만 아니라 연주에 있어서도 강철같은 터치를 가지며 타악기적인 음색으로

연주하였다. 오페라 <세개의 오렌지에 대한 사랑>(The Love for Three

Oranges Op.33, 1919)은 지금까지 작품 중 가장 성공작으로 꼽히게 되었

으며 그는 프랑스에 체류하던 시기 브류소프의 신비주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오페라 <불의 천사>(The Fiery Angel Op.37, 1919-1927)를 썼고 1921

년 <피아노 협주곡 3번>(Piano Concerto No.3 Op.26, 1917-1921)을 작곡

하였으며 1923년 32세에 스페인 출신의 성악가 리나(Carolina Codina, 1897-1989)

와 결혼하여 파리에 정착한다. 이 시기에 발레 기획자 디아길레프(Sergey Diaghilev,

1872-1929)는 소련의 산업화를 주제로 한 발레음악 작곡을 프로코피에프에

게 의뢰하는데 <강철걸음>(The Steel Step, Op.41, 1925-1926)과 <방탕한

아들>(The Prodigal Son Op.46, 1928-1929)은 디아길레프와 작업한 작품

이다. 그 후 소련으로부터 영화음악 <키제 중위>(Lieutenant Kijé Op.60,

1934)의 작곡을 요청받아 완성하였으며 망명 생활 동안 현지의 작곡가들과

청중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였지만 계속되는 좌절로 결국 자신의 고

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조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귀국한 해인

1936년 소련은 이미 예술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통제 아래 있었다. 많은 예술가들은 정치적인 모순과 혼란 속에서 시달려

야만 했지만 프로코피에프는 정부에서 인정한 예술가로 다른 예술가와는

6) 윤미재 역, 『위대한 피아니스트』, (서울: 나남출판, 2003),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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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대접을 받았으며 그의 음악은 정부의 노선에 부응하여 서구적 아

방가르드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새로운 단순성을 가지며 복잡한 요소를

배제한 채 전통양식과 애국적인 주제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그는 오페라

와 발레, 영화음악 외에는 정치적인 성향을 띠지 않는 작품 교향곡, 실내악

곡, 피아노 소나타 등을 작곡하였다.7) 아이들을 위한 곡으로 <피터와 늑

대>(Peter and Wolf Op.67, 1936), <첼로 협주곡>(Cello Concerto Op.58,

1933-1938), 발레음악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 Op.64, 1935-1936)

과 <신데렐라>(Cinderella Op.87 1940-1944)가 있으며 주요 작품으로는

<피아노 소나타 6, 7, 8번>(Piano Sonata No.6, 7, 8 Op.82-84, 1939-1944),

<바이올린 소나타 1번>(Violin Sonata No.1 Op.80, 1938-1946), <교향곡 5

번>(Symphony No.5 Op.100, 1944), 오페라 <전쟁과 평화>(War and

Peace Op.91, 1941-1943)와 <진실한 인간의 이야기>(The Story of Real

Man Op.117, 1947-1948) 등이 있다. 프로코피에프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작곡을 하였으며 1953년 3월 5일 62세의 나이에 뇌출혈로 생애를

마치게 된다.

7) 오희숙, 『20세기 음악1 역사.미학』, 153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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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피아노 작품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작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나타는 평생

에 걸쳐 작곡하였는데 이를 러시아 시기, 미국과 프랑스의 망명 시기, 소련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소나타 1-4번’은 러시아 시기에 해당하며 ‘소나타 5

번’은 미국과 프랑스의 망명 시기, ‘소나타 6-10번’은 소련으로 다시 돌아온

후 작곡한 작품이다. ‘소나타 1번과 2번’은 프로코피에프가 상트 페테르부르

크 음악원에서 글라주노프의 제자로 있을 때 작곡한 것이다. ‘소나타 1번’은

단악장 작품으로 슈만, 리스트, 쇼팽, 라흐마니노프, 글라주노프, 스크리아빈

의 영향이 들어 있는 19세기 후반 낭만주의 스타일이 나타나며 ‘소나타 2번’

은 4악장 구성으로 낭만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화성, 생기 있는 리듬이 특징

적이다. ‘소나타 3번’은 단악장으로 자주 연주되는 곡 중의 하나이며 화려한

열정과 자유로운 표현에서 프로코피에프의 개성이 돋보인다. ‘소나타 4번’은

어두운 분위기의 1, 2악장과 알베르티 베이스의 음형을 연상시키는 3악장

으로 구성되어 있다.8) 신고전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는 ‘소나타 5번’은 제2

시기에 작곡한 것으로 매우 반음계적이고 난해한 기법과 복잡한 구성으로

1953년 개작하였다. 후기 작품인 ‘소나타 6번에서 9번’까지는 기교적이고

풍부한 음향 효과와 청중들이 어렵지 않을 정도의 현대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9) 새로운 단순함과 선율에 중점을 두었다. ‘전쟁 소나타 6, 7, 8번’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배경이 되어 1939년 3개의 소나타를 하나의 사이클로 동

시에 작곡을 구상하였으며 ‘소나타 6번’은 4악장 구성으로 치열한 전투와

8) 박유미, 『피아노 문헌』, (서울: 음악춘추사, 2014), 413.
9) 김미옥 외, 『피아노 문헌 연구2』, (서울: 심설당, 2012),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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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에 둘러쌓인 사람들의 공포를 표현하였다. ‘소나타 7번’은 가장 인기

있는 소나타로 2악장은 슈만의 가곡 <리더크라이스>(Liederkreis Op.39,

1840) 중 하나인 ‘슬픔 Wehmuth’에서 선율을 가져왔는데 슈만 가곡의 가

사는 “겉으로는 즐거운 듯 노래하지만 속마음은 고통을 느끼며 눈물을 흘린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당시 프로코피에프의 심리적인 상황을 은유하

는 것으로 해석되며 3악장은 원시 리듬 및 타악기 주법이 두드러지는 악장

이다. ‘소나타 8번’은 프로코피에프 소나타 중에 가장 긴 곡으로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진행을 보인다. ‘소나타 9번’은 4악장 구성으로 친근감 있는 선율

과 차분한 정서로 전개해 나가며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등의 양식이 나타

난다. ‘소나타 10번’은 미완성으로 1악장의 조각만 있으며 연주 시간은 약

1분 10초 정도 소요된다.

‘협주곡 1, 2번’은 음악원 시절 제1시기에 작곡하였으며 ‘협주곡 3, 4, 5

번’은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제2시기에 작곡하였다. 그는 고

국으로 돌아와서 두 대의 피아노와 현을 위한 ‘협주곡 6번’을 작곡하였지만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협주곡 1번과 2번’은 스트라빈스키와 바르톡의 음악

어법을 담고 있으며 ‘협주곡 1번’은 아주 좁은 음역과 동형진행 등으로 러

시아 민속 노래가 나타나며 ‘두드리는 듯한 리듬의 반복’ 사용이 특징적이

다.10) ‘협주곡 2번’은 심각하고 난해한 작품으로 러시아 음악 협회와 중요

음악 단체로부터 거부당했지만 디아길레프와 인연을 가져다주었으며 스트

라빈스키도 이 곡을 극찬하였다. 1917년 혁명으로 악보가 소실되었지만 1923

년 기억을 되살려 재구성 하였다. ‘협주곡 3번’은 가장 많이 알려진 곡으로

10) 신인선, 『20세기 음악』, (서울: 음악세계, 2006),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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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적 스타일과 리듬적 에너지를 담고 있으며 2악장은 주제와 변주곡으로

피날레 악장은 주제 리듬에서 러시아 민속음악의 전형을 보여준다.11) 왼손

을 위한 ‘협주곡 4번’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른팔을 잃은 비트겐슈타인

(Paul Wittgenstein, 1887-1961)을 위해 작곡되었으며 ‘협주곡 5번’은 모음

곡 유형으로 활발한 분위기와 날카로운 대조로 나타난다.

프로코피에프는 13개의 피아노 소품집을 작곡하였는데 그의 소품집은 제

1시기와 2시기인 초기에서 중기 때 작곡한 곡들이다. 그중에서 <4개의 소

품 Op.4>(Four Pieces for Piano Op.4, 1910-1912) 중 ‘1번’은 반음계 화

성의 반주 진행이 나타나며 ‘4번 악마적 암시(Suggestion diabolique)’는

불협화음과 기계적인 리듬의 반복 그리고 피아노를 타악기적으로 표현하였

다. <풍자 Op.17>(Sarcasms: Five Pieces for Piano Op.17, 1912-1914)는

복조성과 타악기적인 리듬 표현이 나타나며 <10개의 소품 Op.12>(Ten

Pieces for Piano Op.12, 1906-1913)과 <4개의 소품 Op.32>(Four Pieces

for Piano Op.32, 1918)은 신고전주의 영향을 받았다. <사물 그 자체

Op.45>(Things in Themselves: Two Pieces for Piano Op.45, 1928)와

<명상 Op.62>(Pensées: Three Pieces for Piano Op.62, 1933-1934)은 무

조에 가까운 화성과 인상주의 음향의 구조가 나타나며 12곡으로 구성된

<어린이를 위한 피아노 음악 Op.65>(Music for Children: Twelve Easy

pieces Op.65, 1935)도 작곡하였다.

1912년에 작곡한 <토카타 Op.11>(Toccata Op.11, 1912)는 슈만의 <토카

타 Op.7>(Toccata Op.7, 1832)와 유사하며 프로코피에프의 개성이 잘 나타

난 작품으로 건조한 기계적 양식이 특징적이며 단순하고 짧은 모티브의 반

11) 신인선, Ibid.,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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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과 반음계적 진행 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쉴 새 없이 몰고 가는 움직임

은 불협화음 효과를 만들어낸다.12)

프로코피에프는 자신의 작품인 관현악곡, 발레음악, 오페라, 영화음악 등

을 피아노 곡으로 편곡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세 개의 오렌지에 대한

사랑 중 행진곡과 스케르초>(March and Scherzo from The Love for Three

Orange Op.33ter, 1922), <로미오와 줄리엣으로부터의 10개의 소품>(Ten

Pieces from Romeo and Juliet Op.75, 1937), <전쟁과 평화와 레르몬토프

에서의 3개의 소품>(Three Pieces from War and Peace and Lermontov Op.96,

1941-1942) 등이 있다.

다음은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소나타, 피아노 협주곡, 피아노 소품집,

자신의 곡을 피아노로 편곡한 작품을 제시한 표이다.

12) 김미옥 외, 『피아노 문헌 연구2』, (서울: 심설당, 2012),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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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피아노 소나타

작곡년도 작품 작품번호

1907-1909 피아노 소나타 1번 (Piano Sonata No.1) Op.1

1912 피아노 소나타 2번 (Piano Sonata No.2) Op.14

1907-1917 피아노 소나타 3번 (Piano Sonata No.3) Op.28

1908-1917 피아노 소나타 4번 (Piano Sonata No.4) Op.29

1923 피아노 소나타 5번 (Piano Sonata No.5) Op.38

1939-1940 피아노 소나타 6번 (Piano Sonata No.6) Op.82

1939-1942 피아노 소나타 7번 (Piano Sonata No.7) Op.83

1939-1944 피아노 소나타 8번 (Piano Sonata No.8) Op.84

1947 피아노 소나타 9번 (Piano Sonata No.9) Op.103

1952 피아노 소나타 10번 (Piano Sonata No.10) Op.137

<표 2> 피아노 협주곡

작곡년도 작품 작품번호

1911-1912 피아노 협주곡 1번(Piano Concerto No.1) Op.10

1912-1913 피아노 협주곡 2번(Piano Concerto No.2) Op.16

1917-1921 피아노 협주곡 3번(Piano Concerto No.3) Op.26

1931 피아노 협주곡 4번(Piano Concerto No.4) Op.53

1931-1932 피아노 협주곡 5번(Piano Concerto No.5) Op.55

1952 피아노 협주곡 6번(Piano Concerto No.6) O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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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피아노 소품집

작곡년도 작품 작품번호

1909 4개의 연습곡(4 Etudes for Piano) Op.2

1907-1911 4개의 소품(4 Pieces for Piano) Op.3

1910-1912 4개의 소품(4 Pieces for Piano) Op.4

1906-1913 10개의 소품(10 Pieces for Piano) Op.12

1912-1914
풍자: 5개의 소품
(Sarcasms: 5 Pieces for Piano)

Op.17

1915-1917
사라지는 환영들: 20개의 소품
(Visions fugitives: 20 Pieces for Piano)

Op.22

1918
할머니의 이야기: 4개의 소품
(Old Grandmother’s Tales: 4 Pieces for Piano)

Op.31

1918 4개의 소품(4 Pieces for Piano) Op.32

1928
사물 그 자체: 2개의 소품
(Things in Themselves: 2 Pieces for Piano)

Op.45

1931-1932 2곡의 소나티나(2 Sonatinas for Piano) Op.54

1933-1934 3개의 소품(3 Pieces for Piano) Op.59

1933-1934 명상: 3개의 소품(Pensées: 3 Pieces for Piano) Op.62

1935
어린이를 위한 음악: 12곡의 쉬운 피아노 곡
(Music for Children: 12 Easy pieces)

O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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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프로코피에프 작품 피아노 편곡

작곡년도 작품 작품번호

1922
세 개의 오렌지에 대한 사랑 중 행진곡과 스케르초
(March and Scherzo from The Love for Three Orange)

Op.33ter

1938 디베르티멘토(Divertissement) Op.43bis

1930-1931

6개의 소품(6 Pieces for Piano)

: 1-3곡은 방탕한 아들 Op.46(The Prodigal Son)

4곡은 다섯 개의 멜로디 Op.35(Five Melodies)

5곡은 현악사중주 1번 b단조 Op.50

(String Quartet No.1 in b minor)

6곡은 Sinfonietta Op.48에 의함

Op.52

1936 피터와 늑대(Peter and Wolf) Op.67

1937
로미오와 줄리엣으로부터의 10개의 소품
(10 Pieces from Romeo and Juliet)

Op.75

1938 가보트 햄릿의 음악에서(Gavotte from Hamlet) Op.77bis

1942
신데렐라에서의 3개의 소품
(3 Pieces from Cinderella)

Op.95

1941-1942
전쟁과 평화와 레르몬토프에서의 3개의 소품
(Three Pieces from War and Peace and Lermontov)

Op.96

1943
신데렐라에서의 10개의 소품
(10 Pieces from Cinderella)

Op.97

1944
신데렐라에서의 6개의 소품
(6 Pieces from Cinderella)

O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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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기 피아노 작품 경향

<사라지는 환영들 Op.22>(Visions Fugitives Op.22) 연구에 앞서서 이

작품이 속해 있는 시기인 초기 작품 경향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초기 피아

노 작품은 크게 낭만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으며 풍부한 반음계주의와 원시

주의적인 기법, 극단적인 다이내믹스 대비가 나타나는데 ‘사라지는 환영들

Op.22’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담겨있다. ‘사라지는 환영들 Op.22’ 이전 소품

들에도 전통적인 형태나 화성을 지키면서 그 사이 사이에 현대적인 화성을

사용했다. ‘4개의 소품 중 4번 악마적 암시 Op.4’는 낭만 성격 소품 계열이

지만 원시주의 스타일과 날카로운 풍자가 동시에 들어있다. 또한 음역이

좁고 불협화음이 반복되며 다이내믹스 대비가 극단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타악기적인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풍자 Op.17’는 ‘사라지는 환영들

Op.22’ 보다 조금 더 낭만적이며 내성부의 반음계로 인해 비꼬는 듯한 선

율이 사용된다. 리듬에서 자유롭고 공격적이며 토카타적인 성격이 강조되

었으며 오른손, 왼손 조가 다른 복조성으로 실험적이지만 분위기는 다양하

지 않다. ‘10개의 소품 Op.12’은 그로테스크한 분위기가 특징적이다.13)

Op.22에서는 당시 프로코피에프가 즐겨 사용하던 어법이 모두 들어있으며

1915년부터 3년에 걸쳐 만들어진 탓에 해마다 조금씩 변하는 캐릭터를 발

견할 수 있다. 특히 1917년 러시아 혁명을 맞이하게 된 작곡가의 심리적

상황까지 작품을 통해 엿볼 수 있어 매우 의미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

다.

13) Steven Moellering, “Visions Fugitives Insights into Prokofiev’s Compositional

Vision,” D.M.A., diss., University of Nebraska Lincoln, 20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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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프로코피에프의 초기 피아노 작품을 제시한 표이다.

<표 5> 1917년까지 프로코피에프가 작곡한 피아노 목록

작곡년도 작품 작품번호

1907-1909 피아노 소나타 1번 (Piano Sonata No.1) Op.1

1909 4개의 연습곡(4 Etudes for Piano) Op.2

1907-1911 4개의 소품(4 Pieces for Piano) Op.3

1910-1912 4개의 소품(4 Pieces for Piano) Op.4

1912 토카타(Toccata) Op.11

1906-1913 10개의 소품(10 Pieces for Piano) Op.12

1912 피아노 소나타 2번 (Piano Sonata No.2) Op.14

1912-1914
풍자: 5개의 소품
(Sarcasms: 5 Pieces for Piano)

Op.17

1915-1917
사라지는 환영들: 20개의 소품
(Visions fugitives: 20 Pieces for Piano)

Op.22

1907-1917 피아노 소나타 3번 (Piano Sonata No.3) Op.28

1908-1917 피아노 소나타 4번 (Piano Sonata No.4) O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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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라지는 환영들 Op.22

(Visions Fugitives Op.22)

1. 작품 개관

‘Visions Fugitives Op.22’는 프로코피에프가 24세였던 1915년으로부터

26세가 되던 1917년에 걸쳐 작곡되었다. 작품 시기 구분으로는 제1시기에

속하며 20개의 짧은 번호로 이루어졌다. Op.22는 프로코피에프의 많은 소

품집 중 각곡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가운데 특유의 어법이 압축되어

있는 20세기의 ‘성격 소품’이다. 한 곡당 연주시간이 1, 2분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총 연주 시간은 20분에서 25분 정도이다. 각 번호는 스쳐 지나가듯

짧고 가벼우며 서정적이거나 역동적인 대조적 분위기로 이루어진다. 따라

서 섬세한 감수성, 폭넓은 음감, 자유로운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14) Op.22

의 20개 소품은 각 곡마다 제목 없이 번호로 작곡되었는데 7번에만 하프

(Arpa)라는 표제가 붙어있다. 곡의 구조는 3부분 형식(No.6, 7, 12, 13, 14,

15, 16, 19, 20)과 2부분 형식(No.1, 2, 3, 4, 5, 9, 17, 18)이 다수이며 그 외

에는 각기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다. 번호마다 붙은 지시어가 매우 구체적

이며 단순히 템포를 설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캐릭터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다. 곡 중간에도 특정 분위기를 표현하는 지시어가 자주 나타난

다. Op.22의 20개 곡은 각곡이 동일한 음형이나 분위기를 갖는 프렐류드

스타일을 떠올리게 만드는 면이 있지만 바흐, 쇼팽의 프렐류드와는 차별점

14) 김혜선, 『20세기 피아노 음악』, (서울: 도서출판 다리, 2010),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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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다. 과거의 작품들이 조성의 틀 안에서 전개된 것과 달리 Op.22는

화성적인 면에서 보다 자유로워진 20세기의 전주곡 유형이라고 할 수 있

다. 프로코피에프는 작곡 초기 때부터 당시의 새로운 작곡 기법인 조성의

해체, 무조성 및 복조성을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Op.22에도 뚜렷

이 나타난다.15) 박자는 오른손 9/8, 왼손 3/4로 복박자를 사용한 20번을 제

외하고 전통적인 박자표를 쓰고 있으며 리듬 구조도 새롭거나 실험적이지

않다. 이는 혁명 시기 소련 작곡가들의 공통적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Op.22에는 동시대 작곡가인 드뷔시, 사티, 바르톡, 스크리아빈, 스트라

빈스키, 쇤베르크의 영향이 드러나 있다. 즉 인상주의, 원시주의, 민족주의,

음렬주의의 빛깔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사라지는 환영들’ 이라는 제목은

프로코피에프의 친구였던 러시아 상징주의 시인 발몬트(Konstantin Balmont,

1867-1942)의 시구에서 영감을 얻었다.16) 1902년 발표된 발몬트의 ‘나는 지

혜를 몰라요(I Don’t Know a Wisdom)’라는 시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do not know a wisdom that fits for others.

Only fleeting visions I insert to my verse.

In every fugitive vision I see worlds

full of the changing play of rainbow hues.17)

나는 다른 이들에게 적합한 지혜를 알지 못한다.

15) Steven Moellering, “Visions Fugitives Insights into Prokofiev’s

Compositional Vision,” D.M.A., diss., University of Nebraska Lincoln, 2007, 2.
16) Laura Davis, Visions Fugitives: Glimpses into Prokofiev's Compositional
Development From 1915-1917(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GmbH
& Co., KG, 2012), 7.

17) Laura Davis, Ibid., 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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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잠깐동안의 환영들을 시에 넣었다.

모든 사라지는 환영들에서 변화하며 반짝이는

무지개 빛깔들로 가득한 세상을 본다.18)

‘Visions Fugitives Op.22’는 1917년 5월 4일에 완성되었으며 1918년 4월

15일 페트로그라드(Petrograd)에서 프로코피에프에 의해 초연되었다. 곡의

순서는 연대순이 아닌 분위기와 캐릭터의 대조 혹은 상관관계를 근거로 작

곡가 자신이 배열하였다.

18) 번역은 본 연구자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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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곡 특징 분석

각 곡의 표에서 조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조성을 명기했으며 그 외에는

음계 또는 중심음으로 표기하였다.

1) Lentamente(느리게, 천천히)

<표 6> 1번의 구성

구조 A(1-13) A’(14-27)

음계 Phrygian mode

박자 3/4

작곡년도 1917

1마디 첫박은 4분쉼표로 강박을 피하여 시작하는데 곡의 여러 곳에서 붙

임줄을 사용하여 약박에서 시작된다. 1-4마디, 14-17마디는 왼손에서 5음

이 빠진 7화음이 하행하는 순차진행으로 나타나며 오른손은 프리지안 선법

에 의거한 선율로 진행된다<악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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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1번 마디 1-5, 14-17

9마디에서의 감화음이 22마디에서는 반음 아래의 단화음으로 변하며 그

부분의 지시어 misterioso(신비스럽게)는 곡의 분위기를 암시해준다. A’부

분의 14-21마디는 1-8마디의 리듬 변주로 첨가된 8분음표의 내성 진행이

15, 16, 20마디에서 반음계 진행과 17-19, 21마디에서 C Major 음계가 4옥

타브 아래까지 하행한다. 상성부의 선율과 반음계가 포함된 내성의 대비가

곡 전체에 미묘한 색채감을 조성해준다. 이는 프로코피에프가 피아노의 음

향적 측면을 섬세하게 다루었음을 증명한다. 곡 전체를 통해 높고 낮은 음

역의 대비가 뚜렷하다. A’부분에서 내성의 반음계를 포함한 진행이 높은

음역으로부터 낮은 곳까지 이어주는 연결선 역할을 한다. 24-26마디 오른

손 내성 진행도 반음계로 하행한다. 곡 전체가 거의 pp, ppp로 소프트 페달

사용이 권장되며 레가토 진행으로 일관한다<악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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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1번 마디 22-27

1번은 오른손의 선율이 애잔한 느낌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선율은 이 작

품집뿐 아니라 소나타 등 다른 작품에서도 선율적 특징이 된다.

2) Andante

<표 7> 2번의 구성

구조 A(1-12) A’(13-24)

중심음 A♭

박자 4/4

작곡년도 1916

2번은 1번과 비슷한 서정적 분위기이지만 더 착잡하고 우울한 느낌이다.

왼손에서는 대부분 감3화음의 분산화음이 오스티나토 패턴으로 반복되며

오른손 주선율의 모티브는 넓게 뛰는 음정으로 이루어진다. 1-4마디 음계

는 팔음 음계(octatonic scale) G, A♭, B♭, B, D♭, D, E, F이며 1-4마디

와 5, 6마디 오른손에서 음역과 리듬의 대비가 뚜렷하다. 1마디는 왼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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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오른손 G음이 반음 불협화의 수직관계를 형성하며 3, 4마디는 내성부에

부점 리듬의 반음이 나온다. 5, 6마디는 misterioso의 지시어로 신비감을 표현해

내며 오른손 7도 진행과 내성부의 반음 진행, pp와 낮은 음역으로 분위기

를 더욱 어둡게 만든다<악보 3>.

<악보 3> 2번 마디 1-6

7마디에서 12마디까지의 중심음은 E이고 7마디 오른손 시작음 C음은 f

와 악센트로 강조되지만 이후 각 32분음표 그룹의 첫 음표에는 악센트를

주지 않으며 긴 이음줄을 진행한다.19) 이들 32분음표 패시지들은 짧은 단

위로부터 확장된 길이로 이어지는데 매우 즉흥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 패

시지는 쇼팽이 즐겨 사용했던 장식적 음형을 연상하게 만들지만 오른손 C

음과 왼손 C♯, 증4도, 7음 등의 삽입으로 훨씬 불협화적이며 현대적인 성

격을 갖는다. 또한 11, 12마디 오른손 진행에서 하행하는 반음계로 화성이

모호해지며 무조로 가는 과도기적인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악보 4>.

19) Boris Berman, “프로코피에프의 덧없는 환영 작품22의 제2번,” 『피아노 음

악』, 199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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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2번 마디 7-12

A’부분 13-16마디와 21, 22, 24마디에서는 윗성부에 8도 꾸밈음이 첨가

되었으며 원음보다 꾸밈음에 악센트를 주며 표현한다. G음의 높은 위치와

반복, 대조되는 다이내믹스를 통해 내면을 표출하는 표현주의적 분위기도

나타난다. 13, 14, 16마디와 21-24마디는 왼손 A♭음과 오른손 G음이 장7

도로 반음 불협화가 나타난다<악보 5>.

<악보 5> 2번 마디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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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전체 다이내믹스가 대체로 조용하지만 오른손의 8도 꾸밈음과 G

음만 유난히 악센트와 f로 강조되어 성부간의 보이싱(voicing) 즉 소리 균형

을 뚜렷이 인지하게 만들며 사용 음역이 점차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3) Allegretto

<표 8> 3번의 구성

구조 A(1-12) B(13-22) Coda(23-28)

중심음 G

박자 4/4

작곡년도 1916

1번, 2번과 달리 3번은 가볍고 경쾌한 분위기로써 4/4, 2/4, 4/4, 2/4, 4/4

박자의 변박을 보인다. 중심음은 G이며 구조는 A-B-Coda이다. 선율의 모

양새와 싱코페이션 리듬들로 러시아의 춤과 노래와 연관된다. A부분과 B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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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선율, 화성, 아티큘레이션, 음역, 리듬, 다이내믹스의 대비가 뚜렷하다.

1-4마디는 A부분의 주제 선율로 오른손 선율은 3화음의 첫째자리바꿈과

당김음으로 진행하며 왼손 선율은 아래 성부 지속음과 윗성부에서 상행과

하행하는 반음계로 양손은 레가토로 병진행한다<악보 6>.

<악보 6> 3번 마디 1-6

A부분에서 4마디씩 프레이즈가 진행되며 선율이 3번 반복된다. 3번째 반

복되는 오른손 선율은 처음 주제 선율보다 한 옥타브 위에서 나타나며 왼

손은 5도 음정으로 병진행하며 음역이 점점 넓게 벌어진다. 11, 12마디는

B로 가는 연결구이며 3화음 반주로 양손이 하행 진행하며 리듬 패턴의 반

복으로 민속춤의 형태를 보여준다<악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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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3번 마디 10-12

B부분 주제 선율은 13-16마디이며 왼손 베이스 음은 G, C♯의 증4도로

진행되며 장2도의 오스티나토 패턴으로 민속풍 반주를 보여준다. 13, 17마

디 오른손 상행 모티브가 팔음 음계 C, C♯, D♯, E, F♯, G, A, B♭으로

나타나며 13-16마디 오른손 선율이 스타카토와 약박의 악센트, 16분음표

사용과 왼손 반주 패턴에 의해 춤의 형태로 가볍고 경쾌하게 흐른다. 17마

디에서 선율은 3도 아래로 진행하며 다이내믹스의 대조를 보인다. 왼손에

서 나오는 지속되는 페달 포인트로 민속춤 뮈제트(musette)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악보 8>.

<악보 8> 3번 마디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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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는 양손이 병진행하며 26마디 왼손은 음역이 넓게 벌어지는 아르페

지오 형태를 보이며 27, 28마디 양손은 높은 음역에서 rit.와 p로 곡이 마

친다<악보 9>.

<악보 9> 3번 마디 22-28

A부분과 B부분의 대비가 뚜렷하며 민속적 춤과 노래가 진행하며 비교적

다양한 다이내믹스와 아티큘레이션 사용이 들어있는 번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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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nimato

<표 9> 4번의 구성

구조 A(1-16) B(17-28) Coda(29-49)

조성 e minor

박자 6/8

작곡년도 1917

4번의 박자는 6/8에서 3/4박자로 바뀌며 빠르기도 Animato에서 Piu

sostenuto(더욱 음을 유지하여)로 바뀐다. 구조는 A-B-Coda이며 조표는

없지만 코다에서는 강한 e minor 조성이 등장한다. 1-4마디에서는 f로 4음

의 모티브가 두음 슬러와 스타카토, 악센트로 동형진행과 캐논 기법으로

오른손, 왼손 교대로 나오면서 높은 음역에서 낮은 음역으로 넓게 진행한

다. 첫 박보다 둘째 박에 악센트를 표현함으로써 생기 있는 리듬 형태를

볼 수 있다<악보 10>.

<악보 10> 4번 마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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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마디는 화음 형태로 오른손은 아랫 성부에서 왼손은 윗성부에서 반

음계가 나타나며 두 마디씩 크레셴도와 데크레셴도를 표현하며 두드리는

리듬의 타악기 효과를 나타낸다<악보 11>.

<악보 11> 4번 마디 5-8

9-11마디, 13-14마디 오른손 윗성부와 아랫 성부에서 처음 나왔던 4개

음의 모티브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왼손은 낮은 음역으로 확대되어 C

증화음과 D♭장화음이 아르페지오의 오스티나토 패턴으로 나타난다. C증

화음의 C, A♭, E음은 4개 음의 모티브에서 악센트 붙은 음들로 이루어졌

으며 9-12마디와 13-16마디는 4마디의 프레이즈로 진행된다<악보 12>.

<악보 12> 4번 마디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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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분은 A부분 f의 다이내믹이 pp로 대조되면서 오른손은 17, 18마디에

서 한마디씩 하행하는 선율과 19, 20마디에서 상행하는 선율이 스케일 패턴

으로 움직임이 가속화되어 나온다. 왼손은 1박마다 장7화음의 아르페지오

음형이 반음씩 하행하며 동형진행으로 나타난다. 21, 22마디 오른손은 하행

하는 선율과 왼손은 A부분 5-8마디의 8분음표 화음 형태의 반주가 나타난

다. 또한 왼손 두 성부에서 반음계로 진행하며 A부분과 B부분이 조합을

이룬다<악보 13>.

<악보 13> 4번 마디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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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에서 빠르기말은 Piu sostenuto로 점점 느려지는 양상을 보이며 3/4

박자로 변박된다. 오른손은 ⅰ, Ⅵ6 화음이 왼손은 E, G음의 단3도 오스티

나토 형태를 보이며 스타카토로 진행한다. 34-44마디에 처음 모티브가 레가

토 선율과 긴 음가로 변형되어 나오며 ppp로 곡이 마무리된다<악보 14>.

<악보 14> 4번 마디 29-49

이 곡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리듬의 역동성을 통해 마치 아이들이 신나게

놀다가 코다에서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또는 이

곡의 작곡 시기가 1917년 러시아 혁명 당시임을 근거로 군사적인 분위기의

행진으로 해석하는 주장도 있다.20)

20) Laura Davis, Visions Fugitives: Glimpses into Prokofiev's Compositional
Development From 1915-1917(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GmbH
& Co., KG, 2012),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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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lto giocoso(매우 즐겁게)

<표 10> 5번의 구성

구조 A(1-11) B(12-19)

조성 G Major

박자 2/4

작곡년도 1915

양손 모두 높은음자리 보표를 사용하여 높은 음역에서 스타카토와 악센

트가 많이 나타나 생동감을 부여한다. A부분의 주제 선율 모티브가 네 번

반복된다<악보 15>.

<악보 15> 5번 마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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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마디는 경과구로 G Major의 Ⅰ도 화음이 양손에서 ff로 나타난다.

왼손에서 G코드의 8분음표 스타카토 반주 패턴에 오른손에서는 슬러와 스

타카토, 반복되는 리듬 패턴의 진행으로 타악기적 주법을 요구하며 아이들

이 춤추며 노는 장면이 연상된다<악보 16>.

<악보 16> 5번 마디 8-11

<악보 17>은 ff로 격렬하게(brioso) 표현되며 오른손이 흰건반에서 스타

카토, 왼손은 검은 건반에서 약박의 악센트로 동적인 요소를 보여준다. 흔

하지 않은 양손 위치 설정과 리듬의 반복, 당김음의 진행이 나타나며 12,

14, 17마디 오른손에서는 G코드가 아르페지오 형태로 진행한다. 12-18마디

는 오른손 C Major와 왼손 F♯ Major로 두 개의 조성을 사용하는 복조성

(bitonality) 형태로 나타나며 마지막 마디에서는 G Major의 Ⅳ에서Ⅰ로 힘

차게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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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5번 마디 12-19

이 곡은 2/4박자의 생동감 있는 리듬의 반복을 통해 러시아의 민속춤을

보여주며 리듬의 반복과 부딪치는 화성의 진행을 볼 수 있다.

6) Con eleganza(우아하게)

<표 11> 6번의 구성

구조 A(1-8마디) A’(9-16마디) A(17-24마디)

조성 a minor

박자 6/8박자

작곡년도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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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은 animato로 활발하고 생기 있게 표현하며 대위법적인 기법을 보

인다. 1-8마디 오른손은 주제 선율로 3마디 c♯을 향해 상행진행하며 A

Major 인상을 준다. 왼손은 조성을 벗어난 응답으로 양손은 반음계 진행을

포함하며 반진행과 반종지인 Ⅴ7로 마친다. A’부분인 9마디부터 mf의 다이

내믹으로 왼손은 오스티나토 패턴의 음형이 계속 반복되며 오른손에서는

반음계 진행이 포함되어 나타난다<악보 18>.

<악보 18> 6번 마디 1-14

<악보 19>는 반진행을 보이며 a minor의 Ⅴ7에서 ⅰ의 종지와 p로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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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6번 마디 20-24

이 곡은 반음계 모티브가 주를 이루며 선율을 만들어 간다. 양손은 반진

행이 많고 수평 진행인 선율을 중요시하였으며 리듬은 규칙적으로 일정하

다. 프레이즈는 4마디씩 나뉘며 마지막 A부분은 8마디를 한 프레이즈로 진

행한다. 다이내믹스는 A부분 p, A’부분 mf, 반복되는 A부분 p로 대조를

보인다. 선율적이면서 6/8박자의 반복 리듬 패턴으로 리드미컬한 느낌을

함께 가진 번호이다.

7) Pittoresco(회화적으로)

<표 12> 7번의 구성

구조 A(1-10마디) B(11-20마디) A’(21-28마디)

중심음 A

박자 6/4박자

작곡년도 1916

하프(Arpa)라는 표제가 붙어있으며 왼손의 분산화음과 오른손의 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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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페지오를 통해 하프 음색을 묘사하고 있다. 오른손의 굴리는 아르페지

오에서 빈번한 7도, 9도 화음을 볼 수 있다. 6/4, 3/4, 6/4, 3/4, 6/4으로 박

자가 바뀐다. 1, 2마디 도입부는 왼손 분산화음의 오스티나토 패턴으로 나

타나며 3-6마디 오른손은 아르페지오로 페달 사용과 함께 하프 음색을 표

현한다<악보 20>.

<악보 20> 7번 마디 1-6

7-9마디는 오른손 윗성부가 순차적으로 상행하고 있다. 윗성부 음들이

선율의 윤곽을 형성한다<악보 21>.

<악보 21> 7번 마디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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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마디에서는 내성부가 첨가되어 A부분과 대조적으로 내성부의 선율

이 하행과 상행하며 움직임이 더 풍부해졌으며 실질적으로 내성이 주선율이

된다. 11-13마디 오른손은 G도리안, 14, 15마디 오른손은 E♭도리안 선법이

나타나며 15마디는 양손에서 수직적으로 풍부한 음향을 보인다<악보 22>.

<악보 22> 7번 마디 10-15

26, 27, 28마디 왼손 첫음은 G, A♭, A로 반음씩 상행하며 중심음 A로

해결하는 느낌을 가진다. 27, 28마디는 오른손이 저음과 고음의 반복, f, p

의 다이내믹스의 대조를 보이며 반진행하며 마친다<악보 23>.

<악보 23> 7번 마디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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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호는 오른손의 아르페지오와 풍부한 페달 사용으로 섞이며 울리는

음향 효과를 나타낸다.

8) Commodo(편안하게)

<표 13> 8번의 구성

구조
A(1-4마디) B(5-10마디) A’(11-14마디) B’(15-20마디)

A”(21-24마디)

조성 E Major

박자 4/4박자

작곡년도 1917

빠르기가 Commodo에서 Meno mosso(좀 더 느리게)로 바뀌며 서정적인

선율과 잦은 전조로 민속풍 노래가 흘러간다. 1-4마디는 E Major로 오른손

은 단선율의 주제 선율이 나오고 왼손은 오스티나토 패턴이 완화된 리듬

패턴의 반복으로 조용히 흘러간다. B부분 5마디부터는 에올리안 선법이 나타

나며 6마디 오른손은 동형진행으로 3도 음정의 선율이 진행된다<악보 24>.

<악보 24> 8번 마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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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분 11마디는 G Major로 전조되어 오른손이 두 성부로 나타나며 선

율은 오른손 내성부에서 나오고 윗성부에서는 3도 음정의 오스티나토 반주

가 연속해서 진행된다<악보 25>.

<악보 25> 8번 마디 10-13

B’부분 15마디부터는 F♯도리안 선법으로 15, 16마디 오른손 내성부에서

반음계로 상행하는 진행이 보이며 오른손 선율이 동형진행으로 반복과 변

형되어 진행한다<악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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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8번 마디 14-19

A”부분 21마디에서 24마디는 Meno mosso, tranquillo(좀 더 느리게, 조

용히)라는 표현과 함께 오른손 내성부에서 주제 선율이 나오고 윗성부는

16분음표의 또 다른 반주 음형이 나타난다<악보 27>.

<악보 27> 8번 마디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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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은 선율이 반복하여 나오고 성부가 첨가되어 점점 복잡해지는 전개

를 보인다.

9) Allegretto tranquillo(조금 빠르고 조용하게)

<표 14> 9번의 구성

구조 A(1-15) A’(16-25) Coda(26-30)

조성 A Major

박자 4/4

작곡년도 1917

A부분 1마디는 오른손이 10도로 진행하며 2마디에서 6마디에는 오른손

16분음표로 반복된 선율을 보인다. 5, 6마디 오른손에서 E Major 음계가

반복되어 나타난다<악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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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 9번 마디 1-6

7, 8마디 왼손에서 c♯단화음의 둘째자리바꿈 아르페지오가 나타나며 8

마디 셋째, 넷째박 오른손 모티브가 계속 반복하여 표현된다<악보 29>.

<악보 29> 9번 마디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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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마디는 처음 10도의 모티브보다 확장되어 나오며 16, 17마디 왼손

은 반음계로 하행한다. 3/2박자로 변박되는 18마디는 mf로 선율, 리듬, 악

센트, 아티큘레이션의 반복 패턴으로 나타난다<악보 30>.

<악보 30> 9번 마디 16-18

20-23마디는 오른손이 한마디씩 네 마디에 걸쳐 리듬 동형진행이 나타

나며 왼손은 c♯단화음의 둘째자리바꿈 아르페지오로 나타난다<악보 31>.

<악보 31> 9번 마디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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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7마디는 양손에서 음계가 디미누엔도로 가볍게 상행진행하며 오른

손에서 A Major 음계와 왼손에서 D♭Major 음계로 복조성을 보인다. 29,

30마디는 오른손에서 10도의 처음 모티브가 나타난다<악보 32>.

<악보 32> 9번 마디 25-30

이 곡은 높은 음역과 동형진행이 많이 나타나며 왼손의 도약과 음역을

넘나드는 진행, 오른손은 10도 모티브의 반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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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idicolosamente(이상한, 바보스러운)

<표 15> 10번의 구성

구조 A(1-14) B(15-22) B’(23-30) A’(31-39)

조성 b♭ minor

박자 2/4

작곡년도 1915

이 곡은 매우 풍자적인 행진곡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21) 곡 전체에 나타나

는 8분음표의 스타카토 겹음 반주는 행진할 때 걷는 모양을 형상화하였다.

도입부 1, 2마디 왼손은 Ⅵ도 오스티나토 반주 패턴의 풍자적 요소가 보이

며 이어서 3마디부터 오른손에서 f로 G음의 짧은 꾸밈음과 F음의 2분음표

를 강조하며 p로 8도의 도약하는 선율이 연결해서 연주된다<악보 33>.

<악보 33> 10번 마디 1-6

21) Laura Davis, Visions Fugitives: Glimpses into Prokofiev's Compositional
Development From 1915-1917(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GmbH
& Co., KG, 20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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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마디는 A♮로 D♭증화음이 나오며 15, 16마디 오른손에서 32분음표의

재빠른 음형이 온음음계 진행 또는 b♭minor 뉘앙스를 가지며 어릿광대의

풍자적 제스처를 연상하게 한다. 그리고 16마디 상행하는 꾸밈음은 비웃는

표현이 영상 된다<악보 34>.

<악보 34> 10번 마디 13-16

25, 26마디 첫 박은 꾸밈음적 리듬의 선율이 나타나며 26마디 오른손 내

성 진행은 반음계로 하행한다<악보 35>.

<악보 35> 10번 마디 25-28

A’부분 31-33마디는 처음 모티브와 반대로 왼손에서 선율, 오른손에서

반주 패턴이 나온다<악보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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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 10번 마디 29-33

이 곡은 양손 모두 높은 음역 사용과 오른손, 왼손의 부딪히는 불협화적 음

정 관계, 꾸밈음 사용, 32분음표의 빠른 음형, 반음계와 온음음계의 사용, 주제

선율의 다이내믹스 대조, 양손 리듬의 대조, 오른손 선율의 도약 등이 나타난다.

11) Con vivacità(민첩하게)

<표 16> 11번의 구성

구조 A(1-8) A’(9-16) B(17-24) A’(25-32)

음계 B Dorian mode

박자 4/4

작곡년도 1917

이 곡은 조성, 리듬, 아티큘레이션, 선율에 있어서 A, B의 대조가 뚜렷하

게 나타난다. A부분의 오른손은 스타카토와 슬러의 짧은 모티브로 표현되

며 2박, 4박에 계속적인 악센트가 있다. 약박의 악센트와 짧은 모티브의 반

복은 민속 춤곡을 느끼게 한다. 왼손은 오스티나토 패턴으로 한 박 단위의

스타카토 반주를 보이며 4마디의 프레이즈로 진행한다<악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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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 11번 마디 1-6

B부분 조성은 b♭minor로 A와 대조적인 긴 슬러와 긴 음표의 진행을 보

이며 선율적이다. 왼손 19-24마디는 높은음자리표 보표를 사용하며 오른손과

왼손이 pp의 유니즌(unison)으로 구슬픈 민속풍 선율을 제시한다<악보 38>.

<악보 38> 11번 마디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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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분은 C Major의 Ⅴ7에서 Ⅰ로 마치며 끝음은 f와 악센트로 표현하

며 반진행을 보인다<악보 39>.

<악보 39> 11번 마디 30-32

A부분은 오른손에서 약박의 악센트가 계속 나타나고 A부분은 리듬, B

부분은 선율로 대조가 뚜렷하며 각각 러시아 춤과 민요를 표상하는 민속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12) Assai moderato

<표 17> 12번의 구성

구조 A(1-11) A’(12-19) A”(20-29)

중심음 A

박자 3/4

작곡년도 1916

이 곡의 도입부는 낮은 음역의 어두운 분위기로 진행하며 완전5도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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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나토 패턴을 보인다. 오른손 선율은 5도 음정에서 이끈음 G♯을 포함

하며 6마디 윗성부와 10마디 내성부에서 반음계가 나타난다<악보 40>.

<악보 40> 12번 마디 1-12

15마디 오른손은 32분음표 9잇단음표의 진행이 5음음계(pentatonic scale)

를 사용하여 민속적 요소가 보이며 dolcissimo의 지시어와 함께 분위기를

부드럽게 전환하여 전보다 밝아졌다. 16, 18마디는 베이스의 버금딸림음조

D음을 기초로 하여 음역이 넓게 벌어지고 내성도 복잡해졌으며 오른손은

점음표의 리듬 진행과 왼손은 장3도의 상행하는 반음계의 진행으로 따뜻함

과 안정을 추구하는 듯하며 처음보다 분위기와 음역이 달라졌다<악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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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 12번 마디 13-18

마지막 부분은 Lento와 Vivo의 대조되는 빠르기말과 28마디는 ppp의

32분음표의 빠른 진행으로 그동안 심각하고 어두운 생각이 순간적으로 멀

어지는 이미지를 보인다<악보 42>.

<악보 42> 12번 마디 25-29

12번은 우울한 왈츠 분위기로 프로코피에프의 화성적 실험을 보여주며

곡을 통해 내면 풍경을 연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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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llegretto

<표 18> 13번의 구성

구조 A(1-5) B(6-21) A(22-26)

중심음 G♯

박자 4/4

작곡년도 1916

오른손은 반음과 온음이 섞인 선율 진행을 보이며 각진 느낌의 왼손 화

성과 전체적인 불협화성을 조성한다. 왼손 1-3마디 첫 박에 감화음이 나오

며 1마디 오른손 8분음표 진행도 감3도 진행을 보인다<악보 43>.

<악보 43> 13번 마디 1-5

B부분은 6마디부터 왼손이 단선율의 도약 진행 오스티나토 패턴으로 계

속 진행하며 6마디에서 9마디의 오른손 선율이 4번 반복되어 나온다. 4마

디의 프레이즈로 진행되며 8마디부터 Alto 성부가 첨가되었으며 10-13마디

2번째 반복되는 선율은 한 옥타브 위에서 나타난다. 3번째와 4번째 선율은



- 56 -

긴 트릴의 사용으로 분위기가 더욱 어두워져 보인다. 오른손 진행에서 반

음계의 진행이 나타나며 18, 19마디의 4번째 반복되는 선율은 오른손에서

윗성부의 선율, 가운데 성부의 트릴, 아랫 성부의 반음계 진행을 나타내며

성부의 강화되는 선율 사용을 볼 수 있다<악보 44>.

<악보 44> 13번 마디 6-20

13번은 긴 트릴과 착잡한 반음계들로 어두운 분위기가 조성되며 B부분

은 점차 강화되는 선율의 사용으로 선율적 아이디어가 강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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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Feroce(격렬하게, 야성적으로)

<표 19> 14번의 구성

구조 A(1-14) B(15-32) A’(33-43)

중심음 A, C

박자 6/8

작곡년도 1917

1917년에 작곡된 이 번호는 작곡 연도와 빠르기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혁

명과 전쟁의 분위기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곡 전체에 공격적인 리듬의

표현이 자주 등장하며 양손이 높은음자리표 보표로 높은 음역에서 작곡되

었다. 1, 2마디 도입부는 A, B와 D, E 음정의 장2도 톤 클러스터(tone

cluster)로 진행되며 ff의 두드리는 리듬 표현으로 북소리, 공격 신호, 군대

의 전투적 분위기를 나타낸다. 3, 4마디 오른손 선율은 악센트, 슬러와 스

타카토의 아티큘레이션 표현, 당김음이 나타나며 왼손은 계속적인 8분음표

화음으로 전진하는 표현이 나타난다. 오른손 리듬과 악센트 위치가 불규칙

적이며 2박 계열의 헤미올라(hemiola) 리듬이 나타난다<악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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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14번 마디 1-4

6마디는 장식이라기보다는 효과를 자아내는 꾸밈음으로 특수한 상황, 어

떠한 동작을 형상화한 듯하다. 7-12마디는 선율이 2마디씩 오른손과 왼손

에서 교차되어 나타나며 왼손과 오른손에서 3도의 상행과 하행진행이 나타

난다. 7-10마디 3도는 반음계로 진행되며 12마디 32분음표는 장3도 음정의

음계가 나타난다<악보 46>.

<악보 46> 14번 마디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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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마디 오른손은 7화음의 아르페지오로 진행하며 양손의 선율이 크

레셴도로 상행하여 공격적이며 전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B부분 경과구

15, 16마디는 ff와 p로 다이내믹스의 대조가 뚜렷하다<악보 47>.

<악보 47> 14번 마디 13-16

B부분은 A부분과 대조적으로 서정적인 선율의 레가토로 진행하며 p와 f

의 다이내믹스가 나타나며 양손에서 교대로 부점 리듬으로 표현하여 군사

적인 느낌의 긴장감을 유지한다. 선율에서 감3도 음정이 자주 보이며 19,

27마디는 하행하는 반음계 선율이 나타난다<악보 48>.

<악보 48> 14번 마디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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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0마디에서 양손 화음 진행은 더 단호하고 거친 느낌을 준다. 42, 43마디는

처음 도입부 리듬과 양손에서 톤 클러스터가 등장하며 강렬하게 끝난다<악보 49>.

<악보 49> 14번 마디 36-43

14번은 프로코피에프의 전쟁 소나타가 연상되는 분위기를 가졌다. 이 곡

은 정치적 변화 속 군사적인 정황을 표현한 곡으로 다른 작곡가의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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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캐릭터를 지닌다. 기존의 작품 중에는 쇼팽

폴로네이즈, 또는 연습곡 ‘혁명’이 비슷한 계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리

듬은 규칙적이고 아티큘레이션과 다이내믹스를 다양하게 표현하였으며 톤

클러스터와 불협화음이 많다.

15) Inquieto(불안한, 침착하지 못한)

<표 20> 15번의 구성

구조 A(1-10) A’(11-17) B(18-26) Coda(27-32)

중심음 C♯

박자 4/4

작곡년도 1917

1, 2마디 도입부는 4개 음이 오스티나토 패턴으로 망치질하는 음형과 소

리로 등장한다. 이런 기법은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소나타에서도 자주 만

나볼 수 있다. 4개 음의 모티브는 단3도 진행으로 상황적 억압으로 인한

불안한 감정이 곡 전체에 표현된다. 2-5마디 오른손은 화음이 반음계로 상

행진행하며 6, 7마디 내려올 때는 단음으로 급격하게 내려오는데 이러한

배치는 불안감을 한층 가중시킨다. 6, 7마디 단음 선율은 리듬 동기의 반복

과 4도 관계로 러시아 민요 선율이 나타나며 7, 8마디는 f와 pp의 다이내

믹스 대조를 보이며 화음의 f와 악센트는 마치 대포 소리 같은 무력을 상

징하고 강압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며 거칠게 표현한다<악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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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0> 15번 마디 1-9

11마디부터 왼손은 성부가 첨가되어 5도, 1도의 모티브가 반복되어 나오

는데 처음 모티브 C♯과 E처럼 베이스음이 F♯과 A로 단3도의 진행을 보

인다<악보 51>.

<악보 51> 15번 마디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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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분은 분위기만 바뀌고 왼손은 앞에 나왔던 단3도의 오스티나토 모티

브가 옥타브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오른손은 A부분과 다른 선율과 리듬,

아티큘레이션이 반복되어 나오며 한마디씩 화음이 점차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온음음계와 반음계의 동시 사용으로 날카롭고 부딪치는 느

낌을 표현한다<악보 52>.

<악보 52> 15번 마디 19-21

22-26마디 오른손 윗성부는 c♯minor 음계의 빛깔을 가지고 상행진행하

며 왼손은 단음으로 반음계 상행진행한다. 코다는 양손에서 처음 단3도 모

티브가 음가가 늘어나고 악센트로 강조해서 나오며 낮은 음역에서 오스티

나토 패턴으로 진행되며 힘차게 끝난다<악보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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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3> 15번 마디 22-32

15번은 1917년 정치적인 소용돌이 와중의 공격적이고 위압적인 분위기가

곡 전체를 지배한다. 왼손은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오스티나토 패턴의 모

티브가 점점 하행하며 더욱 불안한 느낌을 자아낸다. 왼손 오스티나토 패

턴의 모티브와 오른손 화음의 상행하는 반음계 진행, 그리고 단음의 러시

아 민요 선율이 마치 혁명의 풍경 사이사이 끼어드는 민중의 소리를 표현

한 듯하며 마침내 민중의 소리는 사라지고 공격적인 모티브만 남게 되는

당시의 러시아 정치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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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Dolente(슬프게)

<표 21> 16번의 구성

구조 A(1-8) B(9-18) A’(19-34)

중심음 E

박자 4/4

작곡년도 1915

16번의 음역은 양손이 가깝게 시작하지만 점차 멀어진다. A부분은 베이

스 성부에서 지속음 E와 두 성부에서 반음계로 진행하는 선율의 움직임이

보인다. 마치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농노들이 악법과 설움에 시달

리고 지주들에게 쫓겨가는 초라함이 들어있는 정서이다. B부분 오른손 선

율은 두음 슬러의 모티브가 반복하며 왼손은 오스티나토 패턴으로 새로운

선율이 흐른다<악보 54>.

<악보 54> 16번 마디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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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분은 음역이 확장되어 대위법적인 기법으로 화성의 수직구조와 섞여

있으며 선율이 f, p, pp의 다이내믹스로 3번 반복하며 왼손은 5도 지속음으

로 진행되며 ppp로 끝난다<악보 55>.

<악보 55> 16번 마디 27-34

A부분은 현대적이고 B부분은 고전적으로 A, B가 뚜렷이 대비를 보이는

번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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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Poetico(시적으로)

<표 22> 17번의 구성

구조 A(1-18) A’(19-34) Coda(35-47)

중심음 B♭

박자 3/4

작곡년도 1915

높은음자리표 보표로 높은 음역에서 작곡되었으며 음역은 시종일관 좁

다. 1-4마디 도입부는 오른손에서 8분음표의 오스티나토 패턴으로 C와 C

♭의 변화를 가지고 계속 진행한다. A부분은 왼손에서 반음계가 포함된 선

율이 나오며 첫 박에 매번 나타나는 테누토는 시적인 운율의 뉘앙스로 낭

송하는 느낌을 가지고 표현한다. 12, 14마디 테누토는 가장 예민한 톤의 뉘

앙스로 두드러진다<악보 56>.

<악보 56> 17번 마디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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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분인 19마디부터는 내성에서 반음의 오스티나토 패턴이 나타난다.

A’부분도 새로운 모티브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재료로 집약적

인 활용을 보여준다<악보 57>.

<악보 57> 17번 마디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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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4마디 오른손 진행은 온음음계로 나타나며 코다는 오른손에서 오스

티나토 패턴으로 왼손은 순차적으로 하행진행하며 B♭ 중심음으로 종결한

다<악보 58>.

<악보 58> 17번 마디 32-47

높은 음역에서 페달을 풍부하게 사용하여 피아노로 만들어지는 음향 효

과를 중요하게 다룬 번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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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n una dolce lentezza(온화하게, 부드럽고 느리게)

<표 23> 18번의 구성

구조 A(1-16) A’(17-32)

중심음 E, B

박자 3/4

작곡년도 1917

왼손 리듬은 2분음표와 4분음표로 오스티나토에 가깝게 규칙적이며 오른

손 선율은 서정적인 레가토 선율로 진행한다. 오른손 선율은 단3화음, 장3

화음을 8분음표로 펼쳐 진행하며 뚜렷한 조성이 없어서 떠다니는 느낌, 꿈

꾸는 듯한 초현실적인 느낌이 든다. 3, 4마디 9도 꾸밈음은 페달을 사용함

으로 음향에 기여를 많이 한다<악보 59>.

<악보 59> 18번 마디 1-5

6-8마디 왼손은 반음 아래 반주로 바뀌며 8-10마디는 오른손에 윗성부

가 첨가되며 선율은 내성에서 나타난다. 12-15마디는 반음계 내성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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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크레셴도와 데크레셴도의 표현과 함께 구조 자체가 페달을 사용해도

지저분하지 않고 음들이 잘 섞인다<악보 60>.

<악보 60> 18번 마디 6-15

오른손 내성부와 왼손 진행이 A부분과 같은 리듬 패턴으로 진행하며 지시어

languido(쇠약해지다, 피로해지다)와 함께 오른손 윗성부는 새로운 리듬과

선율로 나오며 오른손 윗성부와 내성부는 반음계로 나타난다<악보 61>.

<악보 61> 18번 마디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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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마디는 지시어 smorz.(서서히 음을 여리게 그리고 동시에 느리게)

와 중심음 B를 반복하며 ppp로 곡이 끝난다<악보 62>.

<악보 62> 18번 마디 26-32

18번은 지시어가 매우 구체적이어서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생생하게

묘사한다. 그래서 이 곡은 지시어와 다이내믹스 설정이 곡의 캐릭터를 규정

하는 좋은 예이다. 또한 곡이 진행되면서 성부들이 첨가되는 특징이 있다.

19) Presto agitatissimo e molto accentuato

(매우 빠르고 격렬하게 그리고 악센트를 강조하여)

<표 24> 19번의 구성

구조 A(1-12) B(13-22) A’(23-31) Coda(32-40)

중심음 E

박자 3/4

작곡년도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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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은 당대의 러시아 정치의 혼란스러운 분노를 분명히 묘사하고 있

다.22) 선율보다는 리듬이 부각되며 짧은 슬러와 악센트, 당김음 표현이 두

드러진다. 짧은 단위의 아티큘레이션으로 명백한 느낌이 나타난다. 왼손은

두드리는 타악기 기법으로 공격적인 느낌이 든다. 1-5마디는 왼손에서 장3

도가 반음계로 상행하며 오른손도 멜로디를 축약하면 반음계로 상행한다.

오른손은 약박의 악센트와 함께 크레셴도로 인해 전투적 분위기가 조성된

다. 5-8마디는 오른손 내성부와 왼손 성부에서 반음계 진행이 나타나며 f

와 악센트로 표현한 오른손 윗성부의 선율은 급박한 상황을 알리는 듯하다

<악보 63>.

<악보 63> 19번 마디 1-8

22) Laura Davis, Visions Fugitives: Glimpses into Prokofiev's Compositional
Development From 1915-1917(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GmbH
& Co., KG, 2012),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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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마디 오른손은 반음계로 상행, 하행하며 9, 10마디 왼손은 4도의 병

진행 반음계로 상행한다. 11, 12마디는 왼손 윗성부에서 반음계로 하행하며

약박의 악센트로 당김음을 표현한다. 13-15마디 왼손은 반음계로 상행하며

부점 리듬과 약박의 악센트가 긴장감을 나타낸다. 15, 16마디 오른손은 당

김음 사용이 두드러진다<악보 64>.

<악보 64> 19번 마디 9-16

17-22마디의 왼손은 반음계로 진행하며 오른손도 19, 21, 22마디에서 반

음계 진행이 나타난다. 악센트와 당김음, 다이내믹스, 아티큘레이션 표현이

양손에서 다르게 나타난다<악보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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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5> 19번 마디 17-24

29마디부터 음역이 넓어져서 오른손이 옥타브로 진행하며 34, 35마디는

크레셴도와 높은 음역에서 강화, 강조되어 극단적인 오른손 끝음까지 올라

간다. 29, 31마디 오른손 내성부와 29, 30, 31, 34마디 왼손 세 성부에서 반

음계로 진행한다<악보 66>.

<악보 66> 19번 마디 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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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마디는 양손이 높은 음역에서 낮은 음역으로 진행하며 ff의 다이내

믹으로 표현한다<악보 67>.

<악보 67> 19번 마디 36-40

이 곡은 다이내믹스를 자유롭게 사용하였으며 멜로디보다는 리듬이 부

각되어 복잡하진 않지만 단호한 느낌이다. 약박에 악센트가 붙어 당김음을

표현하였으며 반음계와 짧은 단위의 아티큘레이션 효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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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Lento irrealmente(아주 느리고 환상적으로)

<표 25> 20번의 구성

구조 A(1-8) B(9-16) A’(17-24)

중심음 E

박자 오른손 9/8, 왼손 3/4, 9/8

작곡년도 1916

오른손 9/8박자, 왼손 3/4, 9/8박자의 복박자로 오른손은 펼치는 것처럼

완만하게 연주하며 화성이 자유롭게 진행하여 조성이 해체되는 과정을 보

여준다. 왼손은 도약하는 반주 진행을 보이며 오른손은 긴 레가토로 단선

율이 진행된다<악보 68>.

<악보 68> 20번 마디 1-3

B부분 왼손은 9/8박자로 바뀌고 오른손에서 16분음표의 셋잇단음표 진

행으로 흘러가는 애매모호한 감정, 비현실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다.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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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는 왼손에서 윗성부는 3도 화성으로 반음계로 상행진행하며 아래 성부

는 단선율의 반음계로 하행한다. 왼손 첫 박의 G, E음은 3옥타브를 도약한

다<악보 69>.

<악보 69> 20번 마디 10-13

A’부분인 17마디-21마디는 오른손은 A의 선율이 그대로 진행하며 왼손

은 화음이 순차적으로 하행하며 21마디 오른손 넷째 박에 왼손의 화음을

받아 진행한다<악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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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0> 20번 마디 16-21

22-24마디는 오른손 C음을 강조하며 왼손의 도약 꾸밈음은 페달을 사용

하여 음향을 잘 들으며 rit.와 ppp로 사라지듯 끝맺는다<악보 71>.

<악보 71> 20번 마디 22-24

20번은 스크리아빈의 음향 세계와 유사하며 레가토의 선율이 아이디어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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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정리

Op.22는 1915년에서 1917년의 3년에 걸쳐 작곡되었다. 분석 결과 작곡된

연도에 따라 작품의 캐릭터나 분위기가 다소 달라지고 있음이 파악되었고

본 장에서는 먼저 그와 같은 변화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Op.22

에는 프로코피에프 스스로 자서전에서 밝힌 바 있는 자신의 음악어법의 주

재료인 다섯 가지 특징적 요소들이 잘 나타나 있다. 나아가서 작곡가의 분

류에는 속하지 않으나 자주 사용된 기타 어법들도 발견된다. 본 장에서는

작곡가가 규정한 다섯 가지 성격이 작품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찰하고

이어서 그 밖의 특징적 어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프로

코피에프의 좀 더 규모가 큰 작품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그의 작품세계 전반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연도별 요약

<사라지는 환영들 Op.22>(Visions Fugitives Op.22)의 20개 번호의 연

도별 표와 1915년부터 1917년까지 Op.22 작품에서 나타난 프로코피에프의

작곡 어법 변화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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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사라지는 환영들 Op.22’ 연도별 표

1915년

No.5 매우 즐겁게(Molto giocoso)

No.6 우아하게(Con eleganza)

No.10 이상한, 바보스러운(Ridicolosamente)

No.16 슬프게(Dolente)

No.17 시적으로(Poetico)

1916년

No.2 느리게(Andante)

No.3 조금 빠르게(Allegretto)

No.7 회화적으로(Pittoresco)

No.12 매우 보통 빠르게(Assai moderato)

No.13 조금 빠르게(Allegretto)

No.20 아주 느리고 환상적으로(Lento irrealmente)

1917년

No.1 느리게, 천천히(Lentamente)

No.4 생동감 있게(Animato)

No.8 편안하게(Commodo)

No.9 조금 빠르고 조용하게(Allegretto tranquillo)

No.11 민첩하게(Con vivacità)

No.14 격렬하게, 야성적으로(Feroce)

No.15 불안한, 침착하지 못한(Inquieto)

No.18 온화하게, 부드럽고 느리게(Con una dolce lentezza)

No.19 매우 빠르고 격렬하게 그리고 악센트를 강조하여

(Presto agitatissimo e molto accentuato)

1915년 작품은 5, 6, 10, 16, 17번으로 Op.22 작품 중에서 가장 적은 수량

이다. 서정적인 분위기와 춤곡 느낌, 놀리는 듯한, 놀이 같은(playful)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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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캐릭터가 섞여있지만 전반적으로 이후의 번호들보다 경쾌하고 덜 심각

하다. 또한 반복되는 리듬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다.

1916년 작품은 2, 3, 7, 12, 13, 20번으로 3번과 13번을 제외하고 느리고

보통 빠른 템포로 쓰여졌다. 1915년 작품들과 비슷한 서정적 캐릭터가 주

를 이루지만 좀 더 착잡해진 느낌이며 리드미칼한 번호가 나타나기 시작한

다. 또한 1915년 작품에 비해 길이가 늘어난 번호가 많고 20번 같은 경우

성부의 짜임새와 화성적인 면이 복잡해지고 음역 사용이 확장되어 다음 해

인 1917년도에 나올 번호들의 특징이 드러난다.

1917년 작품은 Op.22의 전체 20곡 중에 9곡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다. 1917년도 작품을 데이비스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1, 8, 18번은

1917년 작곡 당시 혁명 이전의 삶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회고록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4, 9, 11번은 혁명 정부의 엉성하고 불안정한 제도를 조

롱하는 듯 하고 14, 15, 19번은 당대의 러시아 정치를 보는 인민들의 혼란

스러운 분노를 분명히 묘사하고 있다.23) Op.22의 작품집은 1915년과 1916

년의 혁명 전보다 1917년 혁명 후의 번호들에서 어두운 분위기가 짙어지고

과격함도 강조된 점이 뚜렷하다. 혁명 전의 번호들도 다양한 분위기를 갖

고 있지만 다이내믹스의 변화가 단조로우며 템포도 느리거나 보통 빠르기

가 대다수이다. 또한 리듬 패턴과 아티큘레이션에서 반복이 많으며 음향을

중요시하며 서정적인 계열의 번호가 많다. 혁명 후의 번호들은 반음계 사

23) Laura Davis, Visions Fugitives: Glimpses into Prokofiev's Compositional
Development From 1915-1917(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GmbH
& Co., KG, 2012),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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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더욱 잦아졌으며 스타카토와 레가토가 빈번하게 섞여 있다. 또한 리

듬과 아티큘레이션의 표현이 단호한 느낌이 있으며 타악기적 두들김, 약박

의 악센트, 당김음, 다이내믹스를 훨씬 자유롭게 사용한다. 선율보다는 리

듬과 아티큘레이션이 부각되는 특징도 있다.

<사라지는 환영들 Op.22>(Visions Fugitives Op.22) 이후의 프로코피에

프 작품 경향은 반음계 사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며 더욱 드라마틱해진다.

Op.22의 20번 ‘아주 느리고 환상적으로’에서 12음의 균등한 사용 양상이 이

후에는 반음계 사용이 보다 두드러지게 된다. 행진곡과 같은 군사적 표현

도 늘어나고 당김음의 리듬 사용이 증가하였고 이전보다 확장된 넓은 다이

내믹스 범위를 보여준다.24)

이는 Op.22 작품집이 프로코피에프 작품 스타일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주자로서는 각 연도별

특징과 변화 과정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4) Laura Davis, Ibid.,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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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코피에프의 다섯 가지 어법

프로코피에프는 자신의 작품을 다섯 가지 음악 어법인 1.고전적 성격, 2.

새로운 화성 언어와 표현의 과감성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 요소, 3.토카타

또는 동력적 요소, 4.서정적 성격, 5.풍자 및 그로테스크한 요소로 나누었

다. Op.22의 각 번호들에도 이같은 경향이 골고루 나타나는데 한 가지 요

소보다는 여러 요소가 혼합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1) 고전적 성격

프로코피에프가 선호한 고전적 성격이란 우선적으로 바로크와 고전시대

의 형식 및 구조를 뜻한다. 소나타, 협주곡, 토카타 등의 작품에서 그의 고

전 스타일에 대한 친화성이 잘 드러난다. 20세기 초반의 주요 경향인 신고

전주의(neo-classicism)가 프로코피에프의 작품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다. Op.22의 곡들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발견되는데 성격 소품 계열에 속하

는 이 작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형식 자체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나타나

는 고전적 캐릭터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그중 하나로써 음형이나 리듬,

템포 등에서 스케르초(scherzo)25)적인 특징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

서 스케르초적 성격을 보이는 번호들도 고전적 성격에 포함시켰음을 밝힌

25) 스케르초는 해학곡. (1) 베토벤이 미뉴엣 대신에 소나타, 교향곡, 4중주곡(드물

게는 협주곡)의 제 3악장에 채용한 3박자의 쾌활한 곡. (2) 쇼팽과 브람스의 피

아노곡. 어두운 성격의 스케르초와 서정적인 트리오로 되었다. (3) 바로크시대

의 경쾌한 오락적인 성악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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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19세기 낭만작품에서 만날 수 있는 어법들도 발견되는데 넓은 의미

에서 보면 과거의 기법에 속하므로 고전적 성격에서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다음은 ‘사라지는 환영들 Op.22’의 고전적 성격을 분류한 표이다.

<표 27> ‘사라지는 환영들 Op.22’ 고전적 성격 분류 표

곡 제목 유형

No.2 느리게(Andante) 녹턴

No.3 조금 빠르게(Allegretto) 스케르초

No.4 생동감 있게(Animato) 스케르초

No.6 우아하게(Con eleganza) 지그

No.8 편안하게(Commodo)
고전, 낭만 초기

평이한 양손 관계

No.9 조금 빠르고 조용하게(Allegretto tranquillo) 스케르초

No.10 이상한, 바보스러운(Ridicolosamente) 스케르초

No.11 민첩하게(Con vivacità) 스케르초

No.12 매우 보통 빠르게(Assai moderato) 왈츠 패턴

No.16 슬프게(Dolente) 대위법적 모방기법

위의 번호들은 바로크나 고전시대의 형식을 직접적으로 차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시대의 스타일과 양식을 추측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고전시대 교향곡이나 소나타에서 자주 쓰이던 스케르

초적 캐릭터, 바로크 스타일 춤곡, 캐논과 대위법 등의 기법이 그것이다. 2

번은 바로 전 시대였던 19세기 낭만 장르인 쇼팽의 녹턴과 흡사한 음형을

보이며 3번은 당김음과 가볍고 경쾌한 리듬으로 스케르초적 성격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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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번<악보 72>은 6/8박자의 역동적인 리듬이 두드러지는 멘델스존의 <론도

카프리치오소>(Rondo capriccioso Op.14, 1824)의 스케르초 캐릭터를 연상케

한다<악보 73>.

<악보 72> 4번 마디 1-4

<악보 73> ‘멘델스존 론도 카프리치오소 Op.14’ 마디 27-30

6번<악보 74>은 대위법적인 기법으로 두 개의 독립된 선율이 진행하며

6/8박자 바로크풍의 춤 리듬이 바흐 지그(gigue)와 유사하다<악보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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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4> 6번 마디 1-4

<악보 75> ‘바흐 프랑스 조곡 4번 BWV815 Gigue’ 마디 1-7

8번은 오른손 선율과 왼손 반주의 구조가 고전 혹은 낭만 초기 피아노

작품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평이한 양손 관계의 짜임새를 보여준다

<악보 76>.

<악보 76> 8번 마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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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은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는 빠른 패시지로 스케르초적 기법이 뚜렷하

다<악보 77>.

<악보 77> 9번 마디 1-6

10번과 11번은 타악기적 주법을 사용한 스케르초적 성격이 나타난다. 12

번은 3/4박자로 낮은 음역에서 변형된 왈츠 패턴으로 진행한다<악보 78>.



- 89 -

<악보 78> 12번 마디 1-6

16번은 대위법적인 기법으로 두 성부에서 반음계 진행으로 모방하는 음

형을 갖는다<악보 79>.

<악보 79> 16번 마디 1-5

2) 혁신적 요소

20세기 작곡가들은 선율, 리듬, 화성에 대해서 과거 전통을 재해석하고

재배열하는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여 많은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일부 작곡

가들은 전통적인 3도 화성으로부터 4도 화성으로 전환했으며 화성 진행 위

에 또 다른 화성 진행을 겹쳐놓기도 하였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로움으로

불협화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으며 리듬은 더욱 복잡해졌다.26) 프로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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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는 새로운 화성과 보다 강렬한 표현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였

다.27) Op.22에서 이같은 혁신적 성격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는 불협화음이 포함된 낯선 화성과 보다 강한 표현을 위한

반음계 사용이다. 반음계 음형은 Op.22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불협화음과

반음계의 풍부한 사용은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프로코피에프 특유의 강

렬하고 긴장감 넘치는 음악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혁신적 요소는 Op.22의

모든 번호에서 나타나므로 표를 제시하지 않겠다.

(1) 새로운 화성

Op.22의 20개 곡에는 조표가 붙은 곡이 많지만 그 경우에도 전통적인 조

성의 전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선법으로 이루어진 번호도 다수이며 복

조성과 전조가 자유롭게 사용된다. 특이사항은 대체로 느린 곡들에서 낯설

고 새로운 화성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템포가 빠른 곡들에서는 주

로 리드미칼한 국면이 강조되는 것과 대비가 되는 부분이다. 1, 2, 4번은

음정과 화음이 불협화음으로 두드러진다. 3번은 팔음 음계와 장2도의 오스

티나토 패턴으로 각기 어울리지 않는 화성들이 당김음으로 진행된다<악보

80>.

26) 김경임 역, 『피아노 음악』,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2), 403.
27) 김경임 역, 『피아노 음악』,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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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0> 3번 마디 13-18

5번은 12-18마디에서 C Major와 F♯ Major로 9번은 26, 27마디에서 A

Major 음계와 D♭Major 음계로 복조성을 보인다. 6번은 a minor의 조성과

관계없이 애매모호한 화성의 진행을 보인다. 7번은 곡 전체에서 7도, 9도

화성이 빈번히 나타난다<악보 81>.

<악보 81> 7번 마디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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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과 11번은 선법의 잦은 전조가 나타나며 10번은 b♭ minor 조성이

뚜렷하지만 프로코피에프는 위, 아래 수직적 관계 화성에 거의 관심이 없

고 불협화음이 많이 강조되어 나타난다. 12번은 증5도와 완전5도를 번갈아

가며 음색 변화를 보이며 13번은 감음정, 증음정이 특징적이다. 14번 왼손

의 코드 진행은 화성 기능 없이 공격적인 톤 클러스터의 개념이 강하다

<악보 82>.

<악보 82> 14번 마디 1-4

15, 16, 17, 19번은 뚜렷한 조성이 없으며 18번은 오스티나토에 가까운

불협화적 왼손 리듬과 9도 도약이 들어간 오른손 선율이 서로 이질적인 채

무조의 느낌을 강하게 나타낸다<악보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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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3> 18번 마디 1-5

20번은 17, 18마디에서 4도 구성 화음이 하행진행으로 나타난다<악보

84>.

<악보 84> 20번 마디 16-18

(2) 반음계

Op.22 작품의 20개 곡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음계 진행이 자주 나

타난다. 이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본 장에서는 내성부 반음계, 단선율

반음계, 두 성부 반음계, 세 성부 또는 네 성부 반음계, 숨어있는 반음계의

다섯 가지로 파악하여 서술하겠다. 프로코피에프가 이렇게 잦은 반음계를

쓴 이유는 조성을 모호하게 하여 현대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함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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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 신음악의 주요 개념이 된 쇤베르크의 무조성을 의식했을 것이라

는 추론이 가능하다. 반음계는 Op.22 이전 작품에서도 눈에 띄게 사용되었

는데 아래의 예시는 1909년에 작곡된 ‘피아노 소나타 1번’이다<악보 85>.

‘피아노 소나타 3번’은 1917년 작품으로서 동시기 다른 작품에도 반음계를

많이 썼음을 알 수 있다<악보 86>.

<악보 85> ‘피아노 소나타 1번’ 마디 1-3

<악보 86> ‘피아노 소나타 3번’ 마디 54-57

Op.22의 20번 왼손 진행은 즉흥적인 요소로 반음계 사용이 극대화되어

총체적으로 12음이 모두 사용된 양상을 보인다<악보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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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7> 20번 마디 10-13

내성부 반음계는 1번, 8번<악보 88>에서 나온다.

<악보 88> 8번 마디 14-16

단선율 반음계는 2번, 3번, 5번, 11번, 17번<악보 89>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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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9> 17번 마디 1-10

두 성부 반음계는 4번, 6번, 10번, 12번, 13번, 16번<악보 90>, 18번<악

보 91>에서 나온다.

<악보 90> 16번 마디 1-5

<악보 91> 18번 마디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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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성부 또는 네 성부 반음계는 14번, 15번<악보 92>, 19번<악보 93>에

서 나온다.

<악보 92> 15번 마디 1-6

<악보 93> 19번 마디 29-31

숨어있는 반음계는 7번<악보 94>, 9번<악보 95>, 14번<악보 96>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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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4> 7번 마디 26-28

<악보 95> 9번 마디 16-18

<악보 96> 14번 마디 28-31

이와 같이 Op.22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쓴 반음계 진행이 나타나며 작곡

가가 의도적으로 반음계 진행을 풍부하게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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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카타 또는 동력적 요소

토카타 또는 동력적 요소(motoric element)가 나타나는 번호들에서는 피

아노를 두드리는 타악기 기법, 반복적인 리듬 및 오스티나토 패턴, 불규칙

한 악센트와 논 레가토의 아티큘레이션이 지배적이다. 이는 동시대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의 리듬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프로코피에프의 또 다른 작품인

‘토카타’, ‘악마적 암시’, ‘소나타’들에서 특유의 개성으로 많이 나타난다.28)

이 계열에 속하는 곡들은 대개 템포가 빠르고 리듬이 반복적이고 주법이

타악기적이며 화성은 평이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화성적 실험이 대개 느린

템포의 곡에서 나타나는 것과 대조적이다.

다음은 ‘사라지는 환영들 Op.22’의 토카타 또는 동력적 요소를 분류한 표

이다.

<표 28> ‘사라지는 환영들 Op.22’ 토카타 또는 동력적 요소 분류 표

곡 제목

No.4 생동감 있게(Animato)

No.5 매우 즐겁게(Molto giocoso)

No.9 조금 빠르고 조용하게(Allegretto tranquillo)

No.10 이상한, 바보스러운(Ridicolosamente)

No.14 격렬하게, 야성적으로(Feroce)

No.15 불안한, 침착하지 못한(Inquieto)

No.19 매우 빠르고 격렬하게 그리고 악센트를 강조하여

(Presto agitatissimo e molto accentuato)

28) 박유미, 『피아노 문헌』, (서울: 음악춘추사, 2014),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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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은 양손에서 교대로 나오는 반복적인 리듬과 억제된 스타카토의 아티

큘레이션으로 두드리는 리듬을 표현하였다<악보 97>.

<악보 97> 4번 마디 1-4, 29-38

보통 타악기 주법은 리듬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5번은 양손이 단선

율로 음정이 있는 타악기를 연상할 수 있다. 9번은 건반의 넓은 음역을 골

고루 주행하는 토카타적 성격을 찾아볼 수 있다<악보 98>.

<악보 98> 9번 마디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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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과 19번은 비슷한 계열로 곡 전체에 흐르는 코드 스타카토의 반주로

타악기 기법이 표현되었다. 14번은 왼손에서 8분음표의 계속적인 화성 진

행과 오른손에서 아티큘레이션, 다이내믹스의 표현이 굉장히 세밀하게 나

타나며 당김음과 공격적인 리듬 표현을 볼 수 있다<악보 99>.

<악보 99> 14번 마디 1-8

15번의 왼손은 긴박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동력적 리듬의 역할을 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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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정적 성격

서정적 성격이 나타나는 번호에서는 호흡이 긴 멜로디가 주재료로 사용

되는데 풍부한 페달 사용으로 음향이 중시되며 레가토 진행에 템포가 느린

편이다. 왼손은 알베르티 베이스나 규칙적인 리듬으로 반주 진행을 보이며

다이내믹스 범위가 일관되게 p 영역으로 유지되는 특징도 있다. Op.22에

나타난 서정성은 낭만주의 음악의 서정적 분위기와는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프로코피에프는 서정적 선율 아래 내성부 반음계를 풍부히 사용해 다

소 씁쓸하고 비꼬는 듯한 뉘앙스를 만들어낸다.

다음은 ‘사라지는 환영들 Op.22’의 서정적 성격을 분류한 표이다.

<표 29> ‘사라지는 환영들 Op.22’ 서정적 성격 분류 표

곡 제목

No.1 느리게, 천천히(Lentamente)

No.2 느리게(Andante)

No.7 회화적으로(Pittoresco)

No.8 편안하게(Commodo)

No.16 슬프게(Dolente)

No.17 시적으로(Poetico)

No.18 온화하게, 부드럽고 느리게(Con una dolce lentezza)

No.20 아주 느리고 환상적으로(Lento irrealmente)

1번과 2번은 오른손 선율, 왼손 반주 진행의 전형적인 패턴을 가진 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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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번호이고 7번은 오른손에서 굴리는 아르페지오로 구성된 음들을 페달을 사용하

여 섞이며 울리는 윗성부 음들이 선율선을 형성하여 하프 음색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서정성에 음향 효과가 첨가된 매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악보 100>.

<악보 100> 7번 마디 7-9

8번은 왼손의 오스티나토 패턴 위에 오른손이 단선율로 펼쳐져 긴 레가

토의 프레이즈로 조용히 흘러간다. 16번과 17번은 반음계를 포함한 레가토

선율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18번 오른손 선율은 b minor와 F Major 화음

이 교대로 펼쳐지는 레가토 선율을 보여준다<악보 101>.

<악보 101> 18번 마디 1-5

20번은 오른손 선율을 레가토로 표현하며 왼손 도약 반주도 끊어지지 않

도록 풍부한 페달을 사용한다<악보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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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2> 20번 마디 1-7

5) 풍자 또는 그로테스크한 요소

프로코피에프는 불협화음 및 타악기적인 주법과 스케르초적 음형을 활용

하여 풍자 또는 그로테스크한 성격을 표현하였다. 이 계열의 번호들은 장

난스러움과 비웃음, 조롱, 공포, 폭력성의 요소를 동시에 보여준다. 그의 음

악에서 부딪치는 음정, 도약하는 선율, f와 p의 빈번한 다이내믹스의 대조,

길고 짧은 리듬 표현, 당김음, 약박의 악센트, 반복되는 꾸밈음과 반음 진

행, 양손의 높은음자리표 보표 사용 등은 모두 풍자 또는 그로테스크한 작

품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기법들이다.

다음은 ‘사라지는 환영들 Op.22’의 풍자 또는 그로테스크한 요소를 분류

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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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사라지는 환영들 Op.22’ 풍자 또는 그로테스크한 요소 분류 표

곡 제목

No.3 조금 빠르게(Allegretto)

No.5 매우 즐겁게(Molto giocoso)

No.6 우아하게(Con eleganza)

No.9 조금 빠르고 조용하게(Allegretto tranquillo)

No.10 이상한, 바보스러운(Ridicolosamente)

No.11 민첩하게(Con vivacità)

No.12 매우 보통 빠르게(Assai moderato)

No.13 조금 빠르게(Allegretto)

No.14 격렬하게, 야성적으로(Feroce)

No.15 불안한, 침착하지 못한(Inquieto)

No.19 매우 빠르고 격렬하게 그리고 악센트를 강조하여

(Presto agitatissimo e molto accentuato)

3번은 양손이 주제 선율로 당김음과 불협화적 내성을 표현한다<악보

103>.

<악보 103> 3번 마디 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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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은 당김음의 리듬과 불협화음이 혼합되어 장난스러운 음색과 리듬이

나타난다<악보 104>.

<악보 104> 5번 마디 12-19

6번은 높은 음역에서의 반음계적 선율과 9번은 도약하는 선율과 리듬 진

행으로 10번<악보 105>은 겹음 스타카토 반주와 부딪치는 음정, 32분음표

의 재빠른 하행 음형과 꾸밈음으로 풍자적인 느낌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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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5> 10번 마디 13-16

11번은 2박, 4박에서 약박의 악센트와 스타카토 반주로 진행한다. 12번은

낮은 음역의 진행으로 다소 어둡고 그로테스크한 분위기가 나타난다<악보

106>.

<악보 106> 12번 마디 1-6

13번은 반음계와 긴 트릴로 어두운 분위기가 조성되며 14번은 톤 클러스

터와 다양한 아티큘레이션, 대조되는 다이내믹스가 사용되어 전투적 표현

이 나타난다. 15번<악보 107>은 곡 전체에 나타난 모티브가 강조되며 공

포 분위기가 더욱 강하게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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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7> 15번 마디 25-32

19번은 양손의 반음계적 진행과 아티큘레이션, 다이내믹스로 인해 사회적

인 억압과 불안한 감정의 분위기가 곡 전체에 나타나고 있다<악보 108>.

<악보 108> 19번 마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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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어법

앞에서는 Op.22에 나타난 작곡가 자신의 다섯 가지 요소를 분류해 보았

다. 본 장에서는 그 이외에 주목할 만한 어법적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민속적 요소

기존의 문헌이나 연구 자료에서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작품에 나타난 민

속적 요소에 대한 고찰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민속적 요소는 프로

코피에프의 많은 작품에서 근원적인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의 작품이

갖는 현대성과 독특한 개성에 묻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민속적 요소의

사용이 Op.22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 있는지 알아보았다. 민속적 요소

의 구체적 내용은 민속 노래와 춤에 기반을 둔 선율과 리듬이다. 러시아

민요 선율의 특징은 순차진행이 많으며 음역이 좁고 한두 개의 리듬 동기

가 반복되거나 또는 불규칙한 리듬에 의한 프레이즈가 2도나 4도, 5도 하

강 음형이 자주 나타난다. 음계는 대개 7음의 전음계적 선법들이 많으며

테트라코드, 헤테로포니, 다조성, 복선법적 요소29)가 사용되며 또한 성부가

2성부 혹은 3성부까지 첨가되는 경우가 많다.30) 이같은 성질을 응용한 선

율의 특징이 반영된 번호들에 대해서는 곡 분석에서 언급이 되었으며 리듬

에 있어서도 민속 춤 리듬을 연상케하는 형태들이 함께 언급 되었다. 본

29) 설정환, 『러시아 음악의 이해』, (서울: 음악춘추사), 16.
30) 정경연, “20세기 전반 주요 스타일 중심으로 본 D. Kabalevsky 어린이를 위한

30개 소품 Op.27 분석과 교수학적 제언.” 한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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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보편적인 민속적 어법 가운데에서도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몇 가

지 특징을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종소리

종소리는 무소르그스키를 비롯한 러시아 작곡가들이 작품에 즐겨 사용하

는 하나의 음악적 코드(code)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어릴 때부터 듣고 자

란 러시아 정교회의 종소리는 단지 러시아 문화의 일부분으로서뿐만 아니

라 뚜렷한 빛깔을 가진 언어이며 중요한 정서적 상징이다. 또한 즉흥연주

로서의 다양한 표현력으로 창작의 한 출발점이 되었다. 다음은 무소르그스

키의 작품에 등장하는 종소리이다<악보 109>.31)

<악보 109>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중 제10곡’ 마디 95-100

31) 설정환, 『러시아 음악의 이해』, (서울: 음악춘추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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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22 속에서 종소리 묘사는 풍부한 페달을 사용하여 선명한 울림으로

지속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데이비스(Laura Davis)의 논문에는 Op.22에 나

타난 종소리들의 예시가 나온다. 이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2

번에서는 윗성부에서 f와 악센트로 표현된 8도 꾸밈음 G음이 크게 멀리 울

려퍼지는 종소리의 음향으로 사용되었다<악보 110>.

<악보 110> 2번 마디 13-24

5번은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한 곡으로 12마디부터 왼손에 나타나는 악센

트 붙은 음들은 축하의 종소리를 표현하였다<악보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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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1> 5번 마디 12-15

7번은 오른손이 반복적으로 연주하는 저음 D음이 종소리를 모방하였으

며<악보 112> 17번은 높은 음역에서 반복되는 B♭, D♭음이 페달을 사용

하여 울림을 선명하게 표현하며 종소리를 묘사하였다<악보 113>.

<악보 112> 7번 마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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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3> 17번 마디 21-31

(2) 오스티나토 패턴과 변박자

20세기 전반부 소련 작곡가들은 오스티나토 패턴을 자주 썼는데 민속적

인 근원에서 비롯한 측면과 리듬 관련 실험은 억제되었던 정치적 상황에서

취할 수 있었던 제한된 리듬적 자유로 볼 수 있다. 민속 춤곡에는 특히 오

스티나토 기법이 풍부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소나타

에서도 많이 사용되며 Op.22 대다수 번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Op.22의 1917년에 만들어진 번호에는 혁명 즈음 압박감을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오스티나토 패턴이 사용된다. 13번 B부분은

F, E, E음이 단선율로 오스티나토 패턴이 진행되며<악보 114> 15번의 오

스티나토 패턴은 곡 전체에 나타난다<악보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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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4> 13번 마디 6-10

<악보 115> 15번 마디 1-6

프로코피에프는 리듬면에 있어서는 거의 실험하지 않았으며 규칙적이며

평이한 방식으로 리듬을 취급하였다. 그러나 몇 개 번호들에서 변박자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역시 러시아 민속음악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리듬적

특징이다. 3번과 7번, 9번에서는 박자가 바뀌는 마디가 단 한마디로 순간적

인 변박을 보이며 4번은 코다에서 박자가 바뀌고 곡이 끝난다. 20번은 오

른손 9/8박자, 왼손 3/4박자의 복박자로 진행하지만 양손이 3박으로 나눠지

며 미묘한 감정을 표현한다. 9마디에서 왼손이 9/8박자로 변박되면서 양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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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박자로 진행되지만 리듬은 더 복잡해졌다<악보 116>.

<악보 116> 20번 마디 1-3, 8-11

(3) 민속적 발상의 성부 첨가

한 곡 안에서 단순하게 시작해서 복잡해지는 성부 첨가로 인해 점차 상

승하고 강화되는 느낌이 조성되며 음역이 확장되는 가운데 긴장감을 극대

화하는 효과를 발견할 수 있다. 다른 피아노 작품들에서도 성부 첨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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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부 첨가는 민요를 부르는 방식에서도 나타

나는 중요한 특징이므로 프로코피에프의 발상이 민속으로부터 비롯한 것이

유추되는 몇몇 예를 찾아 살펴보기로 한다. Op.22에서 2번<악보 117>, 8번

은 소프라노 성부에서 13번은 내성부와 소프라노 성부에서 16번<악보

118>은 베이스 성부에서 성부가 첨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117> 2번 마디 1-4, 13-16, 소프라노 성부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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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8> 16번 마디 1-5, 27-34, 베이스 성부 첨가

(4) 기타 민속적 특징

3번은 듀엣처럼 선율 진행으로 러시아 민요의 특성인 헤테로포니(heterophony)

가 나타난다<악보 119>.

<악보 119> 3번 마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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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악보 120>은 러시아 민속 음악과 연관된 메기고 받는 형식을 보여

준다.

<악보 120> 5번 마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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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은 5음음계, 16번 B부분은 자장가 음형32)을 모방하여 민요를 바탕으

로 작곡하였다.

2) 음향적 특징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프로코피에프는 악기 자체로서 피아노의 기능에

도 관심이 많았다. 그는 20세기 초반 피아노를 타악기적 악기로 인식하게

만든 것에 공헌했지만 동시대에 등장한 음악적 인상주의의 영향도 적지 않

게 받았다. Op.22에도 그와 같은 요소들이 곳곳에 나타난다. 이 작품집에

드러난 음향적 특징들은 피아노에서 만들어지는 다채롭고 섬세한 음색, 음

량 또는 울림과 연관이 되므로 이를 따로 살펴보는 것은 연주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부분은 앞선 장에서 파악한 서정적인 측면과

는 공유되는 부분은 있으되 다른 기준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음향적 특

징의 세부 분류는 인상주의적 기법, 다이내믹스 특이사항, 페달 사용, 음역

사용으로 설정하였다.

(1) 인상주의적 기법

온음음계, 병행화음, 5음음계, 교회선법, 반음계, 풍부한 페달 사용으로

섞이며 울리는 음향 효과, 미묘한 다이내믹스 레벨 등 드뷔시의 영향을 받

32) Laura Davis, Visions Fugitives: Glimpses into Prokofiev's Compositional
Development From 1915-1917(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GmbH
& Co., KG, 20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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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상주의적 분위기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 1번은 병진행하는 화성들로

인해 인상주의적 음향 효과를 만든다. 2번은 f의 종소리와 전체 다이내믹스

는 p로 표현하며 긴 음가들을 포함한 음들의 지속과 울림을 위해 페달을

길게 사용하게 되는데 인상주의의 블랜딩 페달(blending pedal)33)의 효과로

음향 효과를 극대화한다<악보 121>.

<악보 121> 2번 마디 1-6, 13-17

7번은 오른손의 아르페지오와 풍부한 페달 사용으로 섞이며 울리는 음향

효과를 보이며 드뷔시나 사티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유사한 인상주의적

분위기가 빚어진다<악보 122>.34)

33) 블랜딩 페달은 서로 다른 화음이나 음색을 한 번의 페달로 섞는 방식을 말한다.
34) 이혜경, “덧없는 환영 작품22,” 『피아노 음악』 , 199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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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2> 7번 마디 1-6

17번과 18번은 페달을 풍부하게 사용했을 경우 음향 효과가 두드러지는

작품으로 드뷔시의 영향을 받은 인상주의적 분위기가 나타난다.

(2) 다이내믹스 특이사항

Op.22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이내믹스 관련 특징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

지는 것은 전체 곡의 다이내믹스 범위가 일관되게 p인 경우와 여리게 끝

나는 종지의 두 종류이다. 몰러링(Steven Moellering)은 그의 논문35)에서

‘사라지는 환영들’ 수록곡이 보이는 특징 중 하나로 작게 사라지는 끝부분

을 들면서 이를 제목이 암시하는 ‘사라지는’ 혹은 ‘순간적인’ 이미지와 연관

시켜 해석하고 있다. 전체 곡이 p인 다이내믹스 레벨의 곡들은 잔잔한 분

35) Steven Moellering, “Visions Fugitives Insights into Prokofiev’s

Compositional Vision,” D.M.A., diss., University of Nebraska Lincol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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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서정적인 레가토 선율’ 계열에 속하는 번호가 대부분이다. 작품집

의 컨셉이 ‘모호하고 잡을 수 없는 환영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작은 다

이내믹스와 조용한 엔딩은 매우 효과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p인 다이

내믹스 레벨은 1번, 8번, 12번, 13번, 17번, 18번<악보 123>, 20번에서 나온

다.

<악보 123> 18번 마디 1-5, 16-20, 26-32

여린 엔딩은 1번, 2번, 3번, 4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2번<악보

124>, 13번, 16번, 17번, 18번, 20번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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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4> 12번 마디 25-29

(3) 페달 사용

프로코피에프는 악보에 페달 표시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페달 언급이 있

는 번호에도 아주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다. 페달 언급이 있는 다섯 곡 중

에 4번과 15번은 페달을 밟지 말라고 지시되어 있고 다른 번호는 페달을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5번은 8마디부터 끝까지 한 페달로 사용할

것을 언급하였다<악보 125>.

<악보 125> 5번 마디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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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표시가 악보에 거의 없지만 내용적 특성으로 인해 페달 사용이 필

요한 곳이 많다. 다이내믹스가 pp와 ppp일 경우엔 소프트 페달을 사용하

여 신비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2번<악보 126> 14-16마디와 16번<악보

127> 29-31마디는 악보에 페달 표시는 없지만 긴 음표를 지속시키기 위해

서 댐퍼 페달이나 소스테누토 페달이 함께 사용된다.

<악보 126> 2번 마디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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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7> 16번 마디 27-34

또한 페달은 음향을 중요시하는 인상주의적 분위기 표현<악보 128>과

서정적 계열의 곡, 종소리 표현, 7번 하프 음색 표현, 사라지듯 여린 엔딩

표현, 도약하는 레가토 진행<악보 129>, 도약 꾸밈음, 수직적인 화성 표현

<악보 130>에서 사용된다.

<악보 128> 1번 마디 1-13, 인상주의적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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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9> 20번 마디 1-3, 도약하는 레가토 진행

<악보 130> 7번 마디 13-15, 수직적인 화성 표현

(4) 음역 사용

Op.22에서 각 번호들은 음역을 대체로 넓게 사용하였지만 양손이 소프라노

음자리표만 이용한 높은 음역 사용도 많이 볼 수 있다. 음역을 넓게 사용한 경

우에도 높은 음역에 머무르는 부분이 잦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명료하거

나, 날카롭거나, 확장되기보다는 사라지기 쉬운 Op.22의 특징적 분위기 중 하

나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 사료된다. 다음은 Op.22에서 높은 음역은 5번<악

보 131>, 6번, 10번, 14번, 17번에서 낮은 음역은 12번<악보 132>에서 넓은 음

역은 1번, 2번, 4번, 7번, 15번, 16번, 19번<악보 133>, 20번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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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1> 5번 마디 1-3, 8-11, 16-19, 높은 음역

<악보 132> 12번 마디 1-6, 낮은 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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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3> 19번 마디 32-40, 넓은 음역

3) 드라마틱한 성격

드라마틱한 성격을 조성하는 요소는 다이내믹스 사용이 극단적이며 대조

가 명확하고 리듬이 격렬한 형태를 갖는다. 드라마틱한 성격이 두드러지는

곡은 4번, 13번, 14번, 15번, 19번으로 1916년 작품인 13번을 제외하고 2월

혁명과 볼셰비키 10월 혁명이 있었던 1917년 작품으로 공격적이고 심각한

분위기가 곡 전체에 표현되어 있다. 4번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리듬의 역동

성으로 토카타스러운 분위기와 다이내믹스 대조가 동요하는 분위기를 만든

다<악보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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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4> 4번 마디 1-4, 17-19, 29-38

13번은 트릴과 함께 점점 착잡해지는 성부들이 불안과 초조감을 증폭시

키는 효과를 만든다<악보 135>.

<악보 135> 13번 마디 6-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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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악보 136>, 15번<악보 137>, 19번<악보 138>은 두드리는 리듬 표

현의 타악기 기법으로 마치 공격적이며 불안한 분위기를 나타내며 표현이

강하며 극적이다.

<악보 136> 14번 마디 1-4, 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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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7> 15번 마디 1-3, 29-32

<악보 138> 19번 마디 1-4, 36-40

‘사라지는 환영들 Op.22’에서 앞에서 분류한 각 곡의 특징인 프로코피에

프의 다섯 가지 어법과 그 밖의 어법에서 민속적 요소, 음향적 특징, 드라

마틱한 성격을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본 장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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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에는 한 가지 특징 이상의 여러 요소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

아서 중복 서술이 불가피하였다.

<표 31> ‘사라지는 환영들 Op.22’ 각 곡에 나타난 특징 요약

곡 제목 특징

No.1 느리게, 천천히(Lentamente)
서정적 성격
음향적 특징
(인상주의적 기법, 여린 엔딩)

No.2 느리게(Andante)
혁신적 요소(새로운 화성)
민속적 요소(종소리)
음향적 특징(인상주의적 기법)

No.3 조금 빠르게(Allegretto)
고전적 성격
민속적 요소(헤테로포니)

No.4 생동감 있게(Animato)
토카타 또는 동력적 요소
민속적 요소(변박자)

No.5 매우 즐겁게(Molto giocoso)
풍자 또는 그로테스크한 요소
민속적 요소
(종소리, 메기고 받는 형식)

No.6 우아하게(Con eleganza)
고전적 성격
혁신적 요소(반음계)

No.7 회화적으로(Pittoresco)
민속적 요소(종소리)
음향적 특징
(인상주의적 기법, 페달 사용)

No.8 편안하게(Commodo)
고전적 성격
민속적 요소
(민속적 발상의 성부 첨가)

No.9 조금 빠르고 조용하게
(Allegretto tranquillo)

토카타 또는 동력적 요소

No.10 이상한, 바보스러운
(Ridicolosamente)

풍자 또는 그로테스크한 요소
민속적 요소(오스티나토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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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 민첩하게(Con vivacità) 풍자 또는 그로테스크한 요소

No.12 매우 보통 빠르게
(Assai moderato)

고전적 성격
음향적 특징(여린 엔딩, 낮은 음역)

No.13 조금 빠르게(Allegretto)
혁신적 요소(반음계)
민속적 요소
(민속적 발상의 성부 첨가)

No.14 격렬하게, 야성적으로(Feroce)
혁신적 요소(새로운 화성)
드라마틱한 성격

No.15 불안한, 침착하지 못한
(Inquieto)

민속적 요소(오스티나토 패턴)
드라마틱한 성격

No.16 슬프게(Dolente)
고전적 성격
민속적 요소(자장가 음형 모방)

No.17 시적으로(Poetico)
음향적 특징(인상주의적 기법,
p인 다이내믹스 레벨, 페달 사용,
높은 음역)

No.18 온화하게, 부드럽고 느리게
(Con una dolce lentezza)

서정적 성격
음향적 특징(p인 다이내믹스 레벨,
여린 엔딩, 페달 사용)

No.19 매우 빠르고 격렬하게
그리고 악센트를 강조하여
(Presto agitatissimo e molto
accentuato)

혁신적 요소(반음계)
음향적 특징(넓은 음역)
드라마틱한 성격

No.20 아주 느리고 환상적으로
(Lento irrealmente)

혁신적 요소(반음계)
음향적 특징(p인 다이내믹스 레벨,
페달 사용, 넓은 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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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난이도 설정 제언

Op.22의 20개 곡의 수준이 각 번호 간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

만 연습과 레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난이도 설정을 제언하고자 한다.

난이도 구분에 있어서 흔히 기준으로 삼는 머그라(Jane Magrath)의 책

『The P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 and Performance Literature』에

는 ‘사라지는 환영들 Op.22’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연구자는 본 논문

의 분석을 토대로 난이도 배열을 시도하였다. Op.22의 악보는 대체적으로

복잡하지 않지만 음악적인 표현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 교수학적 난

이도 설정에서는 기보의 복잡성(notational complexity)을 일차적인 기준으

로 삼았지만 단순해 보이는 악보의 내용도 낯선 어법들로 인하여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난이도 설정 기준으로는 첫째, 리듬의

복잡성, 둘째, 화성적 새로움, 셋째, 건반 위에서의 위치 및 이동성, 넷째,

템포와의 연관성, 다섯째, 짜임새의 형태, 여섯째, 패시지 워크 전개 양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다시 머그라 기준 레벨로 보았을 때 악보가 단순하

더라도 어법의 현대성을 감안하여 중급의 후반과 고급 초반에 준하는 레벨

8, 9, 10 단계에서 사용 가능함을 제언한다.36)

36) Magrath의 Leveling of Literature

Level 8 Moderately difficult Bach Two-Part Inventions; Beethoven easier
variations sets; Field Nocturnes; Schumann Album Leaves, Op.124;
Schubert Waltzes; Turina Miniatures

Level 9 Easier Bach Three-Part Inventions; easiest Haydn Sonata movements;
easiest Mendelssohn Songs Without Words; easiest Chopin Mazurkas

Level 10 Bach Three-Part Inventions; easiest Chopin Nocturnes; Beethoven
Sonatas, Op.49, 79; Mozart Sonata, K. 283; Muczynski P rel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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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는 ‘사라지는 환영들 Op.22’을 머그라의 난이도로 분류한 표이

다.

<표 32> ‘사라지는 환영들 Op.22’ 머그라의 난이도별 분류 표

난이도
(J. Magrath 기준)

번호

Level 8 17번, 1번, 6번, 16번, 2번, 10번, 12번, 3번, 11번

Level 9 8번, 13번, 4번, 5번

Level 10 7번, 9번, 20번, 15번, 18번, 19번, 14번

다음 서술의 앞에 붙은 일련번호는 난이도의 순서이며 Op.22 17번부터

11번까지 머그라의 난이도 레벨 8에 해당한다.

1. 17번 ‘시적으로’는 반복되는 패턴으로 포지션 이동이 없으며 짜임새가

얇고 리듬의 복잡성도 발견되지 않는다.

2. 1번 ‘느리게, 천천히’는 빠르지 않은 템포와 순차진행과 반음계 진행이

많지만 느린곡에서는 어렵지 않으며 리듬이 단순하다.

3. 6번 ‘우아하게’는 대위법적인 짜임새와 모방 형태로 시작하며 리듬이 유

니즌으로 같이 진행하고 음역이 좁다.

4. 16번 ‘슬프게’는 템포가 느리고 반음계 진행이 많으며 한성부가 쉬고 움

직임이 진행되어서 성부 간의 움직임이 복잡하지 않다.

5. 2번 ‘느리게’는 도약 진행이 많지만 리듬 패턴이 일정하며 오른손이 조

금 변형되었지만 반복해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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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번 ‘이상한, 바보스러운’은 음역이 변함없으며 재빠른 패시지와 꾸밈음

이 나타나지만 왼손 패턴이 똑같으며 오른손 모티브는 반복적이다.

7. 12번 ‘매우 보통 빠르게’는 왼손 패턴과 오른손 모티브가 일정하지만 앞

번호보다는 짜임새가 복잡하며 두껍다.

8. 3번 ‘조금 빠르게’는 당김음 리듬이 일관되게 진행되어서 덜 부담되며 양

손 진행이 순차진행이지만 템포는 움직임을 갖는 빠른 템포로 진행한다.

9. 11번 ‘민첩하게’는 패턴의 반복과 전조가 되지만 포지션이 불편하지 않

으며 중간 부분을 제외하고 규칙적인 리듬으로 진행한다.

이후의 난이도는 앞의 번호들보다 급격히 상승하며 Op.22 8번부터 5번까

지 머그라의 난이도 레벨 9에 해당한다.

10. 8번 ‘편안하게’는 단선율의 짜임새를 가지며 왼손 화성 패턴의 포지션이

바뀌며 성부가 첨가되고 마지막 부분에서 성부 움직임이 빨라진다.

11. 13번 ‘조금 빠르게’는 낯선 화성의 포지션과 화성적인 이디엄도 어려우며

가운데 성부의 긴 트릴과 복합적인 성부 진행으로 나타난다.

12. 4번 ‘생동감 있게’는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움직이며 위치 이동과 중간

부분에 16분음표의 복조성 패시지가 진행한다.

13. 5번 ‘매우 즐겁게’는 모티브 자체가 리듬 반복으로 포지션이 어렵고 당

김음의 왼손이 크로스되어 끊어서 치는 것과 오른손도 끊어서 치는 것

으로 난이도가 올라간다.

이후의 번호들은 음악적 개념들이 앞의 번호들보다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기교적 요구도 상승하므로 머그라의 난이도 레벨 1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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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번 ‘회화적으로’는 빠른 템포는 아니지만 굴리는 코드의 움직임이 넓

고 중간 부분에 등장하는 성부 첨가들의 혼합이 어렵다. 굴리는 코드가

편안한 포지션이 아니며 왼손이 도약하는 포지션으로 어렵다.

15. 9번 ‘조금 빠르고 조용하게’는 재빠른 16분음표 패시지 구사와 10도의

음정 모티브, 양손의 도약이 많으며 빠른 템포에서 처리해야 하는 어려

움이 있다.

16. 20번 ‘아주 느리고 환상적으로’는 사운드적인 요소 때문에 어려우며 왼

손 포지션과 왼손 꾸밈음의 내려오는 진행이 어렵다. 화성적 선율이 낯

설며 움직이는 포지션과 화성적 이디엄이 까다롭다.

17. 15번 ‘불안한, 침착하지 못한’은 화성적으로 움직이는 반음계가 어려우며

왼손 오스티나토 패턴이 단음, 5도, 옥타브의 변화로 3화음 반음계가

자주 나타난다.

18. 18번 ‘온화하게, 부드럽고 느리게’는 9도 꾸밈음과 굴리는 코드가 9도

이상이 많으며 오른손 선율이 수평 진행하는 편한 포지션이 아니며 중

간에 성부가 첨가되면서 진행한다.

19. 19번 ‘매우 빠르고 격렬하게 그리고 악센트를 강조하여’는 악센트의 빈

번한 위치 이동과 후반부에 확장된 짜임새를 빠른 속도에서 구사한다.

20. 14번 ‘격렬하게, 야성적으로’는 포지션 이동과 음형 그리고 가운데 리듬이

바뀌면서 변화가 많다. 악센트의 위치와 빠른 템포로 몰고 가는 진행이

어렵다.

<표 33>은 ‘사라지는 환영들 Op.22’의 난이도별 순서를 제시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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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사라지는 환영들 Op.22’ 난이도별 표

난이도별
순서

곡 제목

1 No.17 시적으로(Poetico)

2 No.1 느리게, 천천히(Lentamente)

3 No.6 우아하게(Con eleganza)

4 No.16 슬프게(Dolente)

5 No.2 느리게(Andante)

6 No.10 이상한, 바보스러운(Ridicolosamente)

7 No.12 매우 보통 빠르게(Assai moderato)

8 No.3 조금 빠르게(Allegretto)

9 No.11 민첩하게(Con vivacità)

10 No.8 편안하게(Commodo)

11 No.13 조금 빠르게(Allegretto)

12 No.4 생동감 있게(Animato)

13 No.5 매우 즐겁게(Molto giocoso)

14 No.7 회화적으로(Pittoresco)

15 No.9 조금 빠르고 조용하게(Allegretto tranquillo)

16 No.20 아주 느리고 환상적으로(Lento irrealmente)

17 No.15 불안한, 침착하지 못한(Inquieto)

18 No.18 온화하게, 부드럽고 느리게(Con una dolce lentezza)

19
No.19 매우 빠르고 격렬하게 그리고 악센트를 강조하여

(Presto agitatissimo e molto accentuato)

20 No.14 격렬하게, 야성적으로(Fero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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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프로코피에프의 ‘사라지는 환영들 Op.22’ 20곡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결

과를 정리하고 난 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사라지는 환영들 Op.22>(Visions Fugitives Op.22)은 그가 작곡

한 소품들 중 가장 짧은 곡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의 피아노 소나타나 협

주곡을 접하기 이전 그의 음악세계를 간결한 형태에서 탐구하기에 적절한

레퍼토리이며 중급에서도 다루어 볼 수 있는 번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

다.

둘째, 번호마다 특정 분위기가 묘사되어 있으며 시각적 이미지나 상상력

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풍부하여 20세기의 성격 소품으로 교육적 활용

이 가능하다.

셋째, 프로코피에프의 소나타를 비롯한 다른 작품에 부분적으로 들어있

는 녹턴, 스케르초, 춤곡, 행진곡 등의 캐릭터를 단일한 곡을 통해 경험할

수 있어서 향후 그의 규모가 큰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사라지는 환영들 Op.22’에 나타난 작곡 기법은 단순한 2, 3부분 형

식이 대부분이며 조성이 확실하지 않은 무조성, 복조성이 많다. 20번을 제

외하고 전통적인 박자를 사용했으며 리듬 구조도 복잡하지 않고 오스티나

토 패턴이 많다. 또한 대부분의 곡에서 멜로디와 반주 형태 또는 두드리는

리듬으로 표현되며 화성 진행은 자유롭다.

다섯째, Op.22 작품은 1915년에서 1917년에 걸쳐 작곡되었는데 혁명 전

인 1915, 1916년 작품은 다양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템포나 다이내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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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아티큘레이션 등은 복잡하지 않고 단조롭다. 혁명 후인 1917년 작품은

선율보다는 리듬이 부각되어 드라마틱한 성격의 공격적이고 심각한 분위기

가 두드러지며 타악기적 표현과 반음계 사용, 리듬과 아티큘레이션, 다이내

믹스의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난다.

여섯째, ‘사라지는 환영들’ 제목처럼 다이내믹스 범위가 p인 경우와 여린

엔딩이 많은 번호에서 나타나며 시작 용어가 단순히 곡의 빠르기만 나타내

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분위기를 암시해준다.

일곱째, Op.22 작품에서 고전적 성격, 혁신적 요소, 토카타 또는 동력적

요소, 서정적 성격, 풍자 또는 그로테스크한 요소 즉 프로코피에프의 다섯

가지 어법이 각 곡 안에 여러 방식으로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4장에서 정리한 각 카테고리의 특징이 한 작품안에서 혼용되거나 공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덟째, 러시아 민요의 특징인 러시아 정교회의 종소리, 오스티나토 패턴

과 변박자, 민요를 부르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성부 첨가, 양손이 선율인 헤

테로포니, 메기고 받는 형식, 5음음계, 자장가 음형을 모방한 민속 음악의

요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음이 파악되었다.

아홉째, 인상주의적 기법, p인 다이내믹스 레벨과 조용한 엔딩, 높은 음

역, 낮은 음역, 넓은 음역과 함께 블랜딩 페달 사용 등으로 섞이며 울리는

음향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사라지는 환영들 Op.22’을 고찰한 본 연

구가 프로코피에프의 작품세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실제

연주와 레슨의 현장에서 유익하게 활용되는 레퍼토리로 자리 잡기를 희망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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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Prokofiev's Musical Style

in <Visions Fugitives Op.22>

Sooyeon Kim

Department of Music

Graduate School Hansei University

Prokofiev is one of the 20th century's top composers, and his works

are still frequently performed to this day. However in most cases,

people come across these works mostly through advanced repertoires

such as sonatas. It is not an easy task to look at the extremely

complicated notes containing new musical elements such as unfamiliar

harmonic processions or percussive rhythms and get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Prokofiev's musical style.

Prokofiev's early (1915-1917) work <Visions Fugitives Op.22>, the

theme of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20 short piece that exude diverse

airs and characteristics. It also contains several numbers that

intermediate level performers can easily come across, which makes it a

suitable repertoire from which to experience his composing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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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going into sonatas and concertos. The study first looks at his

life and the works he created, and then goes into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20 pieces.

Next it presents an organization of his musical grammars, and shows

how the five elements revealed by the composer himself, classicism,

innovation, toccata or motor elements, lyrical, and grotesque, get

combined and appear in one number all at once. It also shows the

integration of Russia's folklore, unique sound, and dramatic character in

the work, and offers a categoriza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difficulty.

It is hoped that by helping to understand Prokofiev's music and style

starting from intermediate level, this study will provide ways and

means to manage advanced repertoires in a substantial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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