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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내 콩쿠르 곡집에 수록된 20세기 레퍼토리 분석 및

효율적인 연습 방법 연구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피아노교수학 전공

김 혜 림

본 연구자는 사전 조사를 통해 피아노 교사들이 선택하는 최근 콩쿠르

곡집에 수록된 레퍼토리들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과 동시에 고전 시

대 소나티나가 주류를 이루었던 과거와 달리 낭만 시대와 20세기 작품들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레퍼토리들이 현저

히 증가했지만, 교사들이 다소 어렵게 여기는 20세기 작품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먼저 2008년부터 2019년도까지 국내에 출판된 콩쿠르 관련 교

재의 현황을 살펴본 후, 교재에 수록된 작곡가들을 분석하였다. 그 후에는

수록된 작품을 시대별, 장르별로 분류하였고, 수록 빈도수 상위 곡목들을

조사하였다. 본론에서는 20세기 레퍼토리 중 3회 이상 중복 수록된 14곡을

수집하여 각 곡에 대한 분석과 효율적인 연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각 곡의

분석에 앞서 작곡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 후, 해당하는 곡들을 전체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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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리듬, 선율, 화성, 형식,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즈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

며,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의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연습 방법

을 서술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분석한 14곡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

징을 음악적 어법과 연습 방법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분

석한 곡들은 대부분 짧고, 기동성을 강조하는 곡들로 난이도는 초급 후반

에서 중급 후반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음악 어법적 특징은 민속적인 요소

와 신고전주의 스타일, 토카타적 어법과 조성의 불분명성의 네 가지 특징

이 나타났고, 전체적으로는 20세기 전반부의 경향 중 온건한 스타일이 대

부분이었다. 또한 필자가 제시한 다양한 연습 방법을 통해서 일련의 연습

공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20세기 작품을 공부하고자 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레

퍼토리 접근과 연습 방법의 다각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더

불어 20세기 후반의 경향들을 학습할 수 있는 지속적인 레퍼토리의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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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피아노 콩쿠르는 피아노를 학습하는 학생들을 일정한 시간대와 장소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장이다. 통상적으로 피아노 콩쿠르1)에는 경연자들이 초

급 후반부터 중급 단계의 곡을 가지고 참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자는 다년간 콩쿠르와 교사 교육의 현장에 있으면서 교사들이 선

택하는 콩쿠르 레퍼토리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체감했고, 최근 국내에

출판된 콩쿠르 곡집에 수록된 레퍼토리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불과 5년여 전만 해도 생소했던 작곡가들의 작품이

증가하였고, 레퍼토리도 고전 소나티나가 중심이었던 예전과 달리 낭만 시

대와 20세기 작곡가들의 작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아졌다. 그 중

20세기 작곡가들의 곡은 난해하거나 실험적인 작품보다는 약간의 현대적

요소를 가진 온건한 스타일로써 교육의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이었다.

콩쿠르 과제곡을 준비하는 동안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과제곡의 성격과

스타일을 파악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하여 본 연구자는 다양한 레퍼토리의 양적인 증가는 이루어졌지만, 가르치

1)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피아노 콩쿠르는 국제 콩쿠르나 입시에 반영되는 메이저

급의 콩쿠르가 아니라 피아노를 학습한지 1년에서 2년 사이, 혹은 그 이상 학

습한 학생들이 참여하는 콩쿠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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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사들이 곡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하는지에 대해 고민

하게 되었다. 일선의 교사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서로 정보를 공

유하며 각종 세미나들을 찾아 교육받기도 하고, 일부 출판사들은 신간 교

재가 나오면 저자를 중심으로 한 소개 세미나를 열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

적 제약으로 세미나의 내용이 단순히 작품 소개 위주로 채워지는 것이 현

실이다. 최근에는 편저자의 교수학적 제언이 포함되어있는 교재들이 발간

되기도 하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곡의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보기에는 미

비한 부분이 있다. 또한 편저자들이 제시한 제언들은 거의 대부분 최종 연

주 형태에 관한 것으로써, 중간의 연습 과정 서술이 생략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새로운 레퍼토리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수법적 접

근이 시도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본 연구의 직접적인 계

기가 되었다. 연구의 출발점으로 필자는 최근까지 국내에 출판된 콩쿠르

관련 교재를 분석하여 콩쿠르 곡목 양상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 콩쿠르 곡집에 수록된 20세기 레퍼토리를 따로 수집, 선별하여 연구

에 필요한 분석과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교수학적 제언을 할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교사들이 다소 어렵게 생각하는 20세기 작품들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20세기 레퍼토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의 기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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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피아노 콩쿠르’로 검색해본 결과, 관련

국내 논문은 44건, 국내 학술지 논문은 9건이었다. 국내 논문 중 직접적으

로 ‘피아노 콩쿠르’와 관련된 연구는 3건이었는데, 이들 연구는 각각 2006

년2), 2009년3), 2012년도4)에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콩쿠르 관련 논문은 국

내 콩쿠르의 실태 조사, 일률적인 레퍼토리와 콩쿠르 진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약간의 제언을 보태었다. 최근 5년 이내의 콩쿠르에 관한 언급은

2016년도5)에 이루어진 양지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양지는 2015년

도에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열렸던 콩쿠르의 곡목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는

데, 연구의 주제가 ‘중급 낭만 소나타’였기 때문에 콩쿠르 참가 곡목의 분

석이 소나티나와 소나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콩쿠르 곡집에 관한 연구

는 2018년도6)에 유승지 외 한세대학교 박사과정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8년 3월까지 국내에 출판된 콩쿠르 곡집에

수록된 작곡가와 작품들을 시대별과 나라별로 분류하였으며, 수록된 레퍼

토리 중 빈도수 상위 작품들을 조사하였다. 이들의 연구범위는 2008년도부

2) 박태희, “초등학생 피아노콩쿠르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연구: 부산/김해를 중심

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3) 김보나, “학생피아노콩쿠르의 실태조사연구: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4) 송가영, “우리나라 중상위권 피아노 학습자들의 콩쿠르 레퍼토리에 관한 연구:

‘음악세계 피아노 콩쿠르’를 통해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5) 양지, “중급 피아노 학습에서의 낭만 소나타: 슈만 <어린이를 위한 세 개의 피

아노 소나타> Op. 118을 중심으로,” 『음악교수법연구』 제17호 (2016).

6) 유승지 외, “국내 출판 콩쿠르 관련 교재 분석 연구.” 『제10회 한국피아노교

수법학회 학술대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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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18년 3월까지로 필자가 연구하려는 2008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연구

범위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바, 특히 2018년 중반 이후부터 콩쿠르 곡집

양상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논문 제2장 연구의 기초 부

분에서 도출되는 결과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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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콩쿠르 레퍼토리 양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콩쿠르 사

용을 위해 국내에 출간된 콩쿠르 곡집을 분석하였다. 필자가 제2장 ‘연구의

기초’에서 분석한 틀은 2018년도에 연구가 이루어진 “국내 출판 콩쿠르 관

련 교재 분석 연구”를 참조하여 확장시켰다. 필자는 2008년도부터 2019년7)

까지 국내에 출판된 콩쿠르와 관련된 교재들에 수록된 곡을 시대와 작곡가

별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빈도수를 출판 연도별로 구분해 봄으로써 콩쿠

르 레퍼토리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그 후에는 수록곡

을 장르별로 분석하고, 중복 수록 빈도수 상위 곡목들을 정리하였다.

국내에 ‘콩쿠르’라고 직접적으로 명명된 교재의 발행은 2008년도에 삼호

뮤직이 <피아노 콩쿠르 곡집 1, 2>로 시작했고, 2011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출간되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교재들은 ‘콩쿠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책들과 교재명에서 직접적으로 ‘콩쿠르’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선

의 교사들이 콩쿠르 레퍼토리로 많이 참고하고 있는 교재 3종8)을 추가하

여 총 13개의 출판사에서 발간된 45권, 856곡9)을 분석하였다.

7) 본 연구자가 논문을 계획하고 구상했을 당시는 2019년도 11월이었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는 2008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출간된 교재이다.

8) 김혜림 외 2인, 『톡톡 클래식 레퍼토리 1』 (서울: 에듀프라임, 2017).

박태희, 『알레그로 피아노곡집 1-4』 (서울: 세광음악 출판사, 2016, 2018).

이승경, 『샤이닝 리사이틀 1-4』 (서울: 중앙아트, 2018).

9) 대개 콩쿠르에서 소나타와 소나티나는 단일 악장으로 경연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에 출판된 콩쿠르 곡집에서도 악장을 구분하여 실었기에 각 악장을 별도의

작품으로 취급하였고, 중복 수록된 경우를 포함하여 집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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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서는 콩쿠르 곡집에 실린 20세기 레퍼토리 중 수록 빈도수가 3회

이상인 14곡을 정하여 장르 분류, 작곡가 소개, 곡의 개요 설명을 한 뒤,

각 곡의 분석과 효과적인 연습 방법을 함께 서술하려 한다. 마지막으로는

분석한 14곡에서 나타났던 음악 어법과 연습 방법을 요약하여 정리할 것이

다.

분석 과정에서 작곡가들의 시대별 분류와 각 곡의 난이도 설정 기준은

머그라(Jane Magrath)의 The P 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 and

P erformance Literature10)와 힌슨(Maurice Hinson)의 Guide to the

Level 1 Bartók M ikrokosmos, Vol. 1

Level 2 Türk Pieces for Beginners

Level 3 Latour Sonatinas; Kabalevsky Pieces for Young People, Op. 39

Level 4
Anna Magdalena Bach Notebook; Gurlitt Album for the Young,
Op. 140; Tchaikovsky Album for the Young, Op. 39

Level 5
Anna Magdalena Bach Notebook; Sonatinas by Attwood, Lynes;
Menotti Poemetti

Level 6
Clementi Sonatinas, Op. 36; Burgmüller 25 Progressive P ieces,
Op. 100

Level 7
Kuhlau and Diabelli Sonatinas; Bach easier Two-Part Inventions;
Bach Little Preludes; Dello Joio Lyric P ieces for the Young

Leve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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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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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머그라는 난이도 설정 기준을 초급에서 고급 초반(Be g i n n i n g t o

Early-Advanced Levels)까지, Level 1-10으로 세분화하였다. 다음의 표는 기

준이 되는 곡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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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nist's Repertoire11)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조하였다. 두 저자들의 시대

별 분류 내용이 서로 이견을 보였을 때에는 필자가 곡의 스타일과 내용을

참작하여 적절한 범주를 설정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대상 14곡 중 힌슨은

그의 저서에서 언급한 곡도 있고, 언급하지 않은 곡들도 종종 있었다. 머그

라의 문헌은 거의 모든 곡들의 난이도를 자세하게 제시하고 더 세분화하였

기 때문에, 각 곡의 난이도 설정은 머그라가 제시한 난이도를 참고하였다.

필자가 선정한 레퍼토리는 20세기 음악 스타일을 가진 작품들과 길록

(W. Gillock)처럼 20세기에 살았지만, 20세기의 경향을 띄지 않은 스타일도

포함이 되었다.

11) 힌슨은 작품의 난이도를 ‘Easy, Intermediate, Moderately-difficult, Difficult’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다음의 표는 기준이 되는 곡들이다.

Easy

Bach, dance movements from the Anna Magdalena
Notebook

Leopold Mozart, Notebook for Wolfgang

Schumann, easier pieces from Album for the Young

Bartók, M ikrokosmos, Vols. I-II

Intermediate

Bach, Twelve Little Preludes and Fugues

Beethoven, Ecossaises

Mendelssohn, Children's P ieces Op. 72

Bartok, Rumanian Folk Dances 1-5

Moderately Difficult

Bach, French Suites, English Suites

Mozart, Sonatas

Brahms, Rhapsody Op. 79/2

Debussy, La Soirée dans Grenade

Difficult

Bach, Partitas

Beethoven, Sonata Op. 57

Chopin, Etudes

Barber, Sonata



- 8 -

Ⅱ. 연구의 기초

1. 국내에 출판된 콩쿠르 관련 교재 현황

‘콩쿠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국내에 출판되기 시작한 첫 교재는 2008년

삼호뮤직에서 출간된 <피아노 콩쿠르 곡집 1, 2>이다. 이 교재를 시작으로

2019년 11월까지 국내에 출판된 콩쿠르 관련 교재는 13개의 출판사에서 나

온 교재로 총 45권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국내 출판된 콩쿠르 관련 교재 현황

출판 연도 구분12) 교재명 출판사 저자

2008 A 피아노 콩쿠르곡집 1, 2 삼호뮤직
삼호뮤직

편집부

2011 B 페달이 있는 콩쿠르곡집 1, 2 세광음악 박태희

2012 C
박숙련의 알고 연주하는

콩쿠르곡집 1
음악세계 박숙련

2013 D
오세란 교수의 피아노 콩쿨

100배 즐기기 1, 2
일신서적 오세란

2014

E1
박숙련의 알고 연주하는

콩쿠르곡집 2
음악세계 박숙련

E2 콩쿠르의 비밀노트 콩비 1 태림 이지선

12) 알파벳은 출판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붙인 것으로, 이후 제시된 표에서는

출판 연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4년도에 출판된 교재는 E로 표시하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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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연도 구분 교재명 출판사 저자

2015

F1
이승경이 추천하는

콩쿠르 레퍼토리

뮤직

에듀벤처
이승경

F2 피아노 콩쿠르 곡집 1 아름 김금태

2016

G1 소나티나 & 콩쿨 1 스코어 서혜원

G2 알레그로 피아노곡집 1, 2 세광음악 박태희

G3
콩쿠르와 연주회를 위한

피아노 레퍼토리 1
삼호뮤직 홍예나

G4 피아노 콩쿠르 곡집 2 아름 김금태

2017

H1
세상의 모든 소나티네 &

콩쿠르곡집
음악세계

박옥희 외

5인

H2 소나티나 & 콩쿨 2 스코어 서혜원

H3 톡톡 클래식 레퍼토리 1 에듀프라임
김혜림 외

2인

H4 콩쿠르 스타 1, 2 예솔 이지선

H5
콩쿠르와 연주회를 위한

피아노 레퍼토리 2
삼호뮤직 홍예나

H6 콩쿠르의 비밀노트 콩비 2 예솔 이지선

2018

I1 샤이닝 리사이틀 1-4 중앙아트 이승경

I2 알레그로 피아노곡집 3, 4 세광음악 박태희

일 연도, 다른 종류일 경우 숫자를 첨가하여 E1, E2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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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연도 구분 교재명 출판사 저자

2018

I3
지니어스 두드림 피아노

콩쿠르 곡집 Level 1-3

지니어스

피아노
이희수

I4 콩쿠르 스타 3 예솔 이지선

I5
홍예나의 콩쿠르 곡집

(연주 효과 좋은 곡 편)

삼호뮤직 홍예나

I6
홍예나의 콩쿠르 곡집

(콩쿠르 대상 받는 곡 편)

2019

J1
숨은 명곡 발굴 전문가

홍예나의 콩쿠르 곡집 1-3
삼호뮤직 홍예나

J2
시대별 콩쿠르 선곡집

콩쿠르 마스터 1
예솔

유승지

김강희 외

6인

J3
오세란 교수의 뉴 피아노

콩쿠르 컬렉션 1
일신서적 오세란

J4 이지선의 매칭 콩쿠르 1 음악세계 이지선

J5
콩쿠르심사 500회

신사임의 콩쿠르곡집 1-3
삼호뮤직 신사임

J6 헬로 콩쿠르 소나티나 동서음악 황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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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콩쿠르 관련 교재 수록 작곡가 분석

필자는 최근 국내 콩쿠르 곡집에 새로운 작곡가들의 작품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을 인지하고, 연구의 기초를 위해 콩쿠르 곡집에 수록된 작곡가

들을 분석하였다. <표 1>의 45권 교재에 수록된 작곡가들은 총 124명이었

다. 먼저 이들을 시대별로 분석한 결과 바로크 시대 작곡가는 9명, 고전 시

대는 29명, 낭만은 52명, 20세기 이후의 작곡가는 3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작곡가들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다음의 <표 2>와 같으며, <그래프 1>을

통하여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다.

<표 2> 수록 작곡가 시대별 분석

시대 작곡가(명) 비율

바로크 9 7.3

고전 29 23.4

낭만 52 41.9

20세기(이후) 34 27.4

합계 12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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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수록 작곡가 시대별 비율

2018년도에 연구된 ‘국내 출판 콩쿠르 관련 교재 분석 연구’에서 수록 작

곡가는 6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후 1년여가 지나는 동안 출간된 교재에 새

로운 62명의 작곡가들이 실렸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콩쿠르 곡집의

편저자들이 새롭고 다양한 작곡가들을 대거 발견하였음을 알 수 있는 현상

이었다. <표 2>의 작곡가 중에 고전 시대의 작곡가보다는 20세기 이후 작

곡가들의 출현이 더 많은 것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었다.

2018년도에 연구된 ‘국내 출판 콩쿠르 관련 교재 분석 연구’에 의하면 수

록 빈도가 20회 이상 등장한 작곡가는 6명으로 쿨라우(F. Kuhlau)는 35회,

클레멘티(M. Clementi)는 30회, 하이든(F. Haydn)은 27회, 모차르트(W. A.

Mozart) 23회, 베토벤(L. v. Beethoven)과 카발레프스키(D. Kabalevsky)

는 22회 등장한다. 고전 시대 작곡가 5명, 20세기 작곡가는 1명이며, 바로



- 13 -

크와 낭만 시대 작곡가 중에는 20회 이상 실린 작곡가가 없었다. 필자는 1

년여가 흐르는 동안 편저자들이 선호하는 작곡가 양상이 변화하였는지 알

아보기 위해 수록된 856곡 중 빈도수가 20회 이상 등장한 작곡가를 분석하

였다. 그 결과 13명으로 파악되었으며,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20회 이상 수록된 작곡가

번호 작곡가 시대 빈도수

1 F. Kuhlau 고전 45

2 F. Haydn 고전 42

3 W. Gillock 20세기 39

4 M. Clementi 고전 37

5 D. Kabalevsky 20세기 37

6 W. A. Mozart 고전 30

7 L. v. Beethoven 고전 29

8 C. Gurlitt 낭만 28

9 A. Diabelli 고전 27

10 F. Burgmüller 낭만 24

11 F. Lynes 낭만 22

12 A. Khachaturian 20세기 21

13 E. MacDowell 낭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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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20회 이상 수록된 작곡가가 양적으로도 더

증가하였고, 선호하는 작곡가의 양상도 변화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필

자는 이 점에 주목하여 더 나아가 어느 시기부터 이런 양상의 변화가 있었

는지 알아보기 위해 출판 연도별로 비교적 수록 빈도수가 높다고 판단되는

5회 이상인 작곡가들을 분석해 보았다. 상세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출판 연도별 5회 이상 수록된 작곡가

출판 연도 작곡가 시대 빈도수

2008

W. A. Mozart 고전 6

F. Haydn 고전 5

L. v. Beethoven 고전 5

2011
F. Haydn 고전 8

W. A. Mozart 고전 5

2012 5회 이상 없음

2013
M. Clementi 고전 10

F. Kuhlau 고전 9

2014 5회 이상 없음

2015

M. Clementi 고전 8

F. Kuhlau 고전 7

A. Diabelli 고전 6

F. Lynes 낭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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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연도 작곡가 시대 빈도수

2016

D. Kabalevsky 20세기 14

F. Kuhlau 고전 9

F. Haydn 고전 7

A. Diabelli 고전 5

L. v. Beethoven 고전 5

M. Clementi 고전 5

C. Gurlitt 낭만 5

H. Lichner 낭만 5

P. Tchaikovsky 낭만 5

W. Gillock 20세기 5

2017

D. Kabalevsky 20세기 12

A. Khachaturian 20세기 11

E. Grieg 낭만 8

H. Lichner 낭만 8

M. Moszkowski 낭만 8

A. Diabelli 고전 7

E. MacDowell 낭만 7

W. Gillock 20세기 7

F. Kuhlau 고전 6

C. Gurlitt 낭만 6

S. Heller 낭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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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연도 작곡가 시대 빈도수

2018

W. Gillock 20세기 26

C. Gurlitt 낭만 13

J. Streabbog 낭만 9

F. Haydn 고전 8

E. Grieg 낭만 7

A. Diabelli 고전 6

F. Burgmüller 낭만 6

T. Kirchner 낭만 6

M. Mier
20세기

(이후)
6

F. Schubert 낭만 5

H. Lichner 낭만 5

M. Moszkowski 낭만 5

2019

S. Maykapar 20세기 10

L. Schytte 낭만 7

F. Spindler 낭만 6

앞의 <표 4>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도까지 각각 5회 이상 수록된

작곡가들의 시대 분포도는 고전 시대가 주류를 이룬다. 2016년도부터는 고

전 시대의 작곡가 이외에도 20세기 작곡가인 카발레프스키와 길록이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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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수록되기 시작하였으며, 낭만 시대 작곡가인 걸릿(C. Gurlitt), 리히너

(H. Lichner), 차이코프스키(P. Tchaikovsky)가 등장한 점이 눈에 띄었다.

이후 2017년도부터는 보다 더 다양한 작곡가들이 양적으로도 증가, 수록됨

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19년도에는 5회 이상 수록된 작곡가들이 많지 않

았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유야마(A. Yuyama) , 히라요시(T.

Hirayoshi), 한세 피아노 페다고지 연구회가 작곡한 곡들이 수록되면서 아

시아권의 작곡가들이 출현한 것이다. 또한 괴딕케(A. Goedicke), 글린카(M.

Glinka) 튀르크(D. G. Türk), 알렉산더(D. Alexander) 등, 새로운 작곡가들

이 대거 등장하여 각각 1회-4회에 수록된 작곡가들의 분포도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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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콩쿠르 관련 교재 수록곡 분석

1) 시대별 분석

콩쿠르 관련 교재를 분석해 본 결과 수록된 곡은 총 856곡으로 집계되었

으며, 이 수록곡을 각 시대별로 살펴본 결과 바로크는 21곡(2.5%), 고전은

280곡(32.7%), 낭만은 367곡(42.9%), 20세기 이후의 작품은 188곡(21.9%)으

로 나왔다. 아래의 <그래프 2>는 전체 곡의 각 시대별 비율을 나타낸 것

이다.

<그래프 2> 수록곡 시대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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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내 출판 콩쿠르 관련 교재 분석 연구’의 결과는 421곡 중 바

로크 작품 9곡(2.1%), 고전 작품이 183곡(43.5%), 낭만 시대 158곡(37.5%),

20세기 이후의 작품은 71곡(16.9%)이었다. 바로크 시대 작품은 거의 변동

이 없었지만, 2018년 초반 이후 1년여가 조금 넘는 동안 발간된 교재에서

낭만 시대 작품이 고전 작품보다 더 많이 수록되었으며, 20세기 이후의 작

품도 소폭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이 점에 착안하여 각 교재들의 출판 연도에 따른 시대별 빈도수

와 비율을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 5>와 <표 6>은 각각의 빈도수와 비율

을 나타낸 것이다.

<표 5> 출판 연도에 따른 시대별 곡목수

출판 연도 출판 교재
출판된

권수
바로크 고전 낭만

20세기

(이후)
수록곡

2008 A 2 2 25 6 3 36

2011 B 2 6 19 23 2 50

2012 C 1 0 12 6 2 20

2013 D 2 0 30 10 1 41

2014 E1, E2 2 0 12 18 9 39

2015 F1, F2 2 0 32 22 5 59

2016
G1, G2,

G3, G4,
5 1 41 47 31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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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연도 출판 교재
출판된

권수
바로크 고전 낭만

20세기

(이후)
수록곡

2017

H1, H2,

H3, H4,

H5, H6

7 2 35 82 43 162

2018
I1, I2, I3,

I4, I5, I6
12 5 29 108 56 198

2019
J1, J2, J3,

J4, J5, J6
10 5 45 45 36 131

합계 45 21 280 367 188 856

<표 6> 출판 연도에 따른 시대별 비율

출판 연도 바로크 고전 낭만
20세기

(이후)

2008 5.6 69.4 16.7 8.3

2011 12 38 46 4

2012 0 60 30 10

2013 0 73.2 24.4 2.4

2014 0 30.8 46.2 23

2015 0 54.2 37.3 8.5

2016 0.8 34.2 39.2 25.8

2017 1.2 21.6 50.6 26.6

2018 2.5 14.7 54.5 28.3

2019 3.8 34.4 34.4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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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출판 연도별로 변화된 시대별 비율은 <그래프 3>에서 더 잘 살펴볼

수 있다.

<그래프 3> 출판 연도에 따른 시대별 비율

분석 결과 2013년도 이전까지는 고전 시대의 작품이 다른 시대들보다 현

저히 많이 수록되었다가 2016년도 이후부터는 급격히 줄고, 오히려 낭만

시대 작품수가 대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08년, 2011년

-2013년도까지 거의 한 자리 수에 가까웠던 20세기 이후의 작품도 2016년

도 이후부터는 전체 비율의 20%를 넘어서면서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오히려 고전 시대의 작품보다 훨씬 더 많이 교재에 수록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수록된 작곡가나 작품들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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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곡가의 레퍼토리가 많이 소개되었다. 이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발전

에서 기인한 신속한 정보의 공유 및 교류가 각종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를 통해 새로운 정보망의 형성이 커져 새로운 레퍼토리의 연주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졌고, 악보를 구하는 방법도 훨씬 수월해짐을 유추

할 수 있다.

2) 장르별 분석

수록된 856곡 중 중복되는 곡을 제외한 결과, 총 539곡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바로크 시대는 19곡(3.5%), 고전 시대 작품은 170곡(31.5%), 낭만 작

품은 230곡(42.7%), 20세기 이후의 작품은 120곡(22.3%)으로 각각 집계되

었다.

539곡을 각 다섯 개의 장르- 변주곡, 소나타, 소나티나, 소품13), 에튀드-

로 구분하여 시대별로 각각 어떤 장르가 수록되었는지 분류해보았다. 상세

내용은 <표 7>과 같다.

13) 춤곡, 성격 소품, 바로크 시대의 하위 장르 작품들을 소품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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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시대별 장르 빈도수와 비율

구분 바로크 고전 낭만
20세기

(이후)

빈도수

(합계)
비율

소품 11 31 145 105 292 54.2

소나티나 0 81 35 12 128 23.7

소나타 714) 50 4 1 62 11.5

에튀드 1 3 44 1 49 9.1

변주곡 0 5 2 1 8 1.5

앞의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낭만과 20세기(이후) 작품들은 소품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고전 시대에는 소나티나와 소나타의 비율이 현저히 높

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형식을 중요시했던 고전 시대와 상상력과 자

유로움을 더 중요시 여겼던 낭만 시대와 20세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으로 유추된다.

2018년도 “국내 출판 콩쿠르 관련 교재 분석 연구” 자료에는 소나티네

(41.3%)와 소나타(14.5%)의 합친 비율은 55.8%로 나타났다. 2018년도 중반

이후부터 2019년도까지 출판된 콩쿠르 교재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소나

티나(23.7%)와 소나타(11.5%)를 합친 비율은 35.2%로 약 20% 이상 감소하

였다. 이는 2018년도 중반 이후에 출판된 콩쿠르 교재에는 소나티나와 소

나타보다는 더 다양한 장르들이 수록됨으로써 콩쿠르 레퍼토리의 양상도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14) 바로크 시대의 소나타는 고전 시대의 소나타와 다른 형식을 갖지만, 소나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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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도수 상위 곡목 분석

45권에 수록된 856곡을 분석해 본 결과 5회 이상 수록된 곡은 모두 28곡

이었다. 이 중 바로크 시대 작품은 없었으며, 고전 시대 8곡, 낭만 작품은

12곡, 20세기 이후의 작품은 8곡으로 분석되었다. 장르별로는 소나티나 14

곡, 소품 10곡, 에튀드 3곡, 소나타 1곡 순이다. 5회 이상 수록된 곡목은 다

음의 <표 8>과 같다.

<표 8> 5회 이상 수록된 곡목

순위 빈도수 곡목 작곡가 시대
수록된

교재
장르

1 10

<Sonatina

1
st
mov.>

Op. 39, No. 1

F. Lynes 낭만

A, C,

D, E2,

F1, F2,

G3, H1,

H3, J6

소나티나

2 7

<Sonatina

3
rd
mov.>

Op. 88, No. 3

F. Kuhlau 고전

A, C,

D, E2,

G4,

H3, H5

소나티나

3 7
<Sonatina in

A minor>
J. Benda 고전

C, D,

E2, F2,

G3,

H2, H4

소나티나

4 7

<Sonatina

2
nd
mov.>

Ahn. 5, No. 2

L. v. Beethoven 고전

D, G3,

H3,

H4, H6,

I2, J2

소나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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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빈도수 곡목 작곡가 시대
수록된

교재
장르

5 7

<Sonatina

3
rd
mov.>

Op. 36, No. 1

M. Clementi 고전

A, D,

F1, F2,

G1,

H1, J3

소나티나

6 7

<Alla tarantella>

12 Etudes
Op. 39, No. 2

E. MacDowell 낭만

B, E2,

G3, G4,

H2, H3,

H4

에튀드

7 7

<Galop>

24 P ieces for
Children

Op. 39, No. 18

D. Kabalevsky 20세기

F2, G1,

G2, G3,

H1, H4,

J3

소품

8 6

<Sonatina

1
st
mov.>

Op. 55, No. 1

F. Kuhlau 고전

A, D,

F1, F2,

G1, J3

소나티나

9 6

<Sonatina

2
nd
mov.>

Op. 57, No. 1

A. Biehl 낭만

D, F1,

H1, H3,

H6, J3

소나티나

10 6

<Sonatina

3rd mov.>

Op. 39, No. 1

F. Lynes 낭만

D, F1,

F2, H1,

J3, J6

소나티나

11 6

<Sonatina

2
nd
mov.>

Op. 157, No. 4

F. Spindler 낭만

D, F1,

G1, G3,

H4, H6

소나티나

12 6

<La Avalanche>

25 Melodieous
Studies

Op. 45, No. 2

S. Heller 낭만

F1, G1,

G3, H3,

H4, J3

에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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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빈도수 곡목 작곡가 시대
수록된

교재
장르

13 6

<Ivan is

very busy>

Adventures of
Ivan 中 No. 5

A. Khachaturian 20세기

H1, H3,

H4, H5,

H6, I2

소품

14 6

<Clowns>

24 P ieces for
Children

Op. 39, No. 20

D. Kabalevsky 20세기

G1, G2,

G3, H1,

H4, H6

소품

15 6

<Carnival Ball>

Programmatic
Sonatina

Classic Carnival
III .

W. Gillock 20세기

G2, H1,

H2, H3,

I1, I6

소나티나

16 5
<Solfeggietto>

H. 220
C. P. E. Bach 고전

B, H3,

H4, H5,

H6

소품

17 5

<Sonata

1
st
mov.>

Hob. XVI: 23

F. Haydn 고전

A, B,

C, E2,

G4

소나타

18 5

<Sonatina

1
st
mov.>

Op. 36, No. 1

M. Clementi 고전

D, F1,

F2, G1,

J3

소나티나

19 5
<Tarantella in

A minor>
A. Pieczonka 낭만

G2, H3,

H4, H6,

I6

소품

20 5

<Rondo

Brillante>

Op. 62

C. Weber 낭만

A, B,

E1, H6,

I4

소품

21 5

<Puck>

Lyric P ieces
Op. 71, No. 3

E. Grieg 낭만

H3, H4,

H5, H6,

I3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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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빈도수 곡목 작곡가 시대
수록된

교재
장르

22 5

<Hexentanz>

2 Fantasiestucke
Op. 17, No. 2

E. MacDowell 낭만

B, C,

E2, H5,

I4

소품

23 5

<Shadow

Dance>

12 Etudes
Op. 39, No. 8

E. MacDowell 낭만

B, G4,

I1, I4,

I5

에튀드

24 5

<Tarentelle>

10 P ieces
M ignonnes
Op. 77, No. 6

M. Moszkowski 낭만

H2, H3,

H4, H5,

H6

소품

25 5

<Two Ladies

Gossiping>

Children's
Album Vol. II ,

No. 6

A. Khachaturian 20세기

G3, G4,

H2, H3,

H4

소품

26 5

<Sonatina

3
rd
mov.>

Op. 93

A. Khachaturian 20세기

A, C,

E2, G4,

H4

소나티나

27 5

<Sonatina

3
rd
mov.>

Op. 13, No. 1

D. Kabalevsky 20세기

C, E2,

G2, H4,

H5

소나티나

28 5
<Sonatina in

A minor>
R. Jacoby

20세기

(이후)

A, D,

E2, F1,

G3

소나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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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눈에 띄는 것은 길록의 소나티나를 제외한 소나티나, 소나타

장르는 고전, 낭만, 20세기 시대를 불문하고 전 출판 연도에 고루 분포한다

는 점이다. 낭만 시대 작품 중 몇 개의 특정작품-그리그(E. Grieg) Op. 71,

No. 3 <Puck> 작품과 모슈코프스키(M. Moszkowski) Op. 77, No. 6

<Tarentelle> 작품 등-은 출판 연도가 일정하게 쏠려 있었다. 또한 5회 이

상 실린 20세기의 작품들은 주로 2016년도 이후에 편중됨을 발견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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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세기 작품

1. 빈도수 상위 곡목

국내 콩쿠르 곡집에 수록된 20세기 레퍼토리는 총 188곡-각 곡집에 중

복 수록된 동일한 곡을 제외하면 120곡15)이었다. 연구자는 각 곡목의 빈도

수를 조사하고, 그 중 수록된 빈도수가 비교적 높은 곡목들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필자는 작곡가와 곡의 다양성을 최소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횟수가 3회 이상으로 판단되어 20세기 레퍼토리 중 3회 이상 실린 14

곡을 수집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3회 이상 수록된 20세기(이후) 작품

순위 빈도수 곡명 작곡가
수록된

교재
장르

1 7

<Galop>

24 P ieces for Children

Op. 39, No. 18

D. Kabalevsky

F2, G1,

G2, G3,

H1, H4,

J3

소품

2 6

<Ivan is very busy>

Adventures of Ivan 中

No. 5 Etude

A. Khachaturian

H1, H3,

H4, H5,

H6, I2

소품

3 6

<Clowns>

24 P ieces for Children

Op. 39, No. 20

D. Kabalevsky

G1, G2,

G3, H1,

H4, H6

소품

15) 부록 <국내 콩쿠르 곡집에 수록된 20세기(이후) 작품 목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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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빈도수 곡명 작곡가
수록된

교재
장르

4 6

<Carnival Ball>

Programmatic Sonatina

Classic Carnival III .

W. Gillock

G2, H1,

H2, H3,

I1, I5

소나티나

5 5

<Two Ladies

Gossiping>

Children's Album

Vol. II , No. 6

A. Khachaturian

G3, G4,

H2, H3,

H4

소품

6 5
<Sonatina 3

rd
mov.>

Op. 93
A. Khachaturian

A, C,

E2, G4,

H4

소나티나

7 5
<Sonatina 3

rd
mov.>

Op. 13, No. 1
D. Kabalevsky

C, E2,

G2, H4,

H5

소나티나

8 5 <Sonatina in A minor> R. Jacoby

A, D,

E2, F1,

G3

소나티나

9 4

<Sonatina>

30 P ieces for Children

Op. 27, No. 18

D. Kabalevsky
A, E2,

G4, H4
소나티나

10 3
<Sonatina 1

st
mov.>

Op. 93
A. Khachaturian

E2, F2,

H5
소나티나

11 3
<Le Petit Nègre>

L. 114
C. Debussy

G1, G4,

H5
소품

12 3

<Song of the Cavalry>

30 P ieces for Children

Op. 27, No. 29

D. Kabalevsky
H3, H5,

J4
소품

13 3

<Dance>

Ballet Suite

Op. 91d, No. 3-iii

D. Shostakovich
F2, H6,

J3
소품

14 3

<Tarantella>

Music for Children

Op. 65, No. 4

S. Prokofiev
H3, H4,

H6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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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3회 이상 수록된 20세기 레퍼토리 14곡 중

소품은 8곡, 소나티나는 6곡으로 분석되었다. 하차투리안의 작품 <분주한

이반>(Ivan is very busy)은 ‘에튀드’라는 부제가 있으나, 《이반의 모험》

이라는 모음곡집에 속해 있는 작품 중의 하나이며, 캐릭터를 묘사하는 성

격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소품으로 집계하였다. 20세기 작품들의 출판

연도를 살펴보면, 소나티나 장르는 출판 연도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소품들은 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1, 2년 사이 즉, 2016년도-2017년의

특정 연도에 쏠려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일한 곡이 3회 이상 실린 20세기 레퍼토리의 작곡가를 분석해보면, 총

7명이다. 카발레프스키의 작품이 5곡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하차투리

안–4곡-, 그리고 길록, 자코비, 드뷔시,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에프의 작

품이 각각 1곡씩 수록되었다. 위의 작곡가들은 ‘어린이를 위한 작품’ 즉, 가

벼운 소품이나 교육용 피스들을 각기 자기만의 스타일로 작곡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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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분석 및 효율적인 연습 방법 제언

본론에서 분석한 곡들은 20세기 작품이지만, 콩쿠르의 특성을 감안해 너

무 난해하거나 실험적인 요소를 가진 곡이 아니라, 곡의 짜임새나 음형 등

이 이전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온건한 스타일로 여기에 약간의 20세기

적 특징을 포함한다. 이에 각 곡의 분석은 20세기적 요소에 중점을 두기보

다는 구체적인 연습 방법의 원리들을 제시하는 가운데 그 같은 특징들도

함께 언급하겠다. 각 곡의 20세기적 특징은 개요를 나타내는 표에 명시하

도록 한다.

곡 분석에 있어서 먼저 작곡가에 대한 소개를 한 뒤, 곡의 전체적 개요

를 설명하고 리듬, 선율, 화성, 형식,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즈 등을 총체적

으로 살피면서 각 부분에 필요한 연습 방법을 함께 서술하겠다. 필자가 제

시한 연습 제언은 최종 연주의 형태로 가기 위한 연습의 과정에 초점을 맞

춘 것으로, 기보된 상태 그대로 연습하는 것이 아닌 자유로운 ‘변형’ 개념

에 기반을 둔 연습 방법임을 밝힌다.16) 본 장의 곡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될 변형의 종류와 방식은 다음 4장에서 개념적으로 요약하여 정리할

것이다.

16) 변형이란 인지력(awareness)과 귀(ear)를 사용하는 연습으로써, 크게 단순화

(simplification)시키는 연습과 과장(exaggeration)하는 연습으로 나뉜다. 이 부

분은 캠프(M. Camp)의 교수학적 방법론에 토대를 두고, 연구자의 의견을 첨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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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발레프스키

(1) 작곡가 소개

카발레프스키(Dmitry Kabalevsky, 1904-1987)는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피아노와 작곡을 공부하고, 이후 동 음악원의 교수로 활동했다. 카발레프스

키는 소련의 공산 체제를 존중하면서 활동했던 작곡가였으며, 그가 어린이

들을 위해 쓴 작품들은 소비에트 시대 교육용 음악의 상징이 되었다.17) 그

는 어린이를 위한 작품을 다수 작곡하였는데. 카발레프스키의 생동감 넘치

는 스타일은 어린이들의 관심을 쉽게 자극하고, 피아노 연주 기법도 어린

학생들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흥미롭고 다양한 색채를 띠고 있

다.18) 또한 카발레프스키는 19세기 러시아의 전통에 깊게 연관된 민속 음

악에 관심을 갖고, 이를 선율과 형식 구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19)

어린이를 위해 작곡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두 개의 《피아노 소나티나

1, 2번》 (P iano Sonatina Op. 13, No. 1, 1930), (P iano Sonatina Op. 13,

No. 2, 1933)과 《30개의 어린이를 위한 소품집》(30 Pieces for Children

Op. 27, 1937-1938), 《24개의 어린이를 위한 소품집》(24 Pieces for

Children Op. 39, 1943), 《쉬운 변주곡》(Easy Variation Op. 40, 1943) 등

이 있다.

17) 정경연, “20세기 전반 주요 스타일 중심으로 본 <D. Kabalevsky 어린이를 위

한 30개 소품 Op. 27> 분석과 교수학적 제언,”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9.

18) 김혜선, 『20세기 피아노 음악』 (서울: 도서출판 다리, 2010), 242.

19) 차호성 외, 『피아노 문헌 연구 2』 (서울: 심설당, 2012),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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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70년대 말, 70세의 노령에도 어린 학습자들에게 직접 음악을 가

르쳤으며, 《어린이를 위한 6개의 소품집》(6 Pieces for Piano Op. 88,

1973)을 비롯한 작품들을 만들었고, 연로한 1980년대에도 <음악교육잡지>

를 창간하고 어린 학습자들을 위한 지침서 등을 쓰기도 했다. 그가 작곡한

피아노 작품의 대부분이 어린이를 위한 소품, 전주곡, 소나티네, 변주곡, 춤

곡들로써 오늘날에도 초급과 중급 과정에서 유용한 20세기 레퍼토리로서

자리매김 하였다.20) 카발레프스키는 기초를 먼저 탄탄하게 만들어 준 다음

아이들의 표현력, 테크닉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음악성이 발전될 수 있는

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이러한 그의 지론은 러시아의 음악 교육에도 지대

한 영향을 끼쳤다.

(2) 갤럽

(Galop21) from 24 Pieces for Children, Op. 39, No. 18)

① 개요

《24개의 어린이를 위한 소품집》(24 Pieces for Children, Op. 39)은

1943년에 작곡된 주로 초급 수준의 학생들을 위한 작품집이다. 카발레프스

20) 정경연, Ibid., 16.

21) 필자가 분석한 교재에는 <Gallop>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교재가 4권(F2, G3,

H1, J3), <Galop>으로 실린 교재 1권(H4), 이외에 <Hopping>이라고 실린 교

재 1권(G2), 제목 자체를 싣지 않은 교재 1권(G1)이었다. ‘Galop’ 춤의 기원은

말의 빠른 걸음걸이를 뜻하는 ‘Gallop’에서 온 것으로 국내외에 나와 있는 교재

에는 Galop과 Gallop 2가지가 혼용하여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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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4곡을 제외하고 대부분 24마디 이하의 짧은 길이로 작곡하였다. 머그

라는 그의 저서인 The P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 and

Performance Literature에서 피아노를 학습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

레퍼토리로 소개하고 있다.22) 각 곡들은 특정한 테크닉을 배울 수 있는 각

각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피아노를 학습한지 1년에서 2년 사

이에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이다. 머그라에 의한 난이도는 1부터 6으로, 비교

적 쉬운 레벨인 1, 2, 3의 분포도가 많았고, 힌슨도 이 작품집을 쉬운 레벨

로 평가하였다.

본 장에서 다룰 <갤럽>은 이 작품집의 18번째에 수록된 곡으로 다섯 손

가락 패턴의 스케일과 오른손의 도약과 확장의 형태, 다양한 아티큘레이션

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곡이다.

‘갤럽’은 프랑스에서 기원한 2/4박자의 빠르고 경쾌한 춤으로 폴카, 왈츠

와 함께 19세기에 인기 있었던 사교춤곡이다. ‘Gallopade’라고도 불리며, 빙

글빙글 도는 선회하는 동작과 무도회장을 미끄러지며 추는 춤으로 종종 무

도회에서 마지막을 장식할 때에 추었다.23) 이 곡에서는 짧고 단순한 모티

브들을 반복하며, 춤의 특징을 보여준다.

머그라에 의한 이 곡의 난이도는 3에 해당한다.

22) Jane Magrath, The P 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 and Performance

Literature (Van Nuys, CA: Alfred Publishing Co., 1995), 401.
23) https://www.britannica.com/art/galop [2020. 3. 2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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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곡의 분석 및 연습 방법 제언

<표 10> ‘갤럽'의 구성

박자 2/4

조성 C Major

빠르기 Animato

형식 A(1-8) B(9-16) A'(17-24)

머그라에 의한 난이도 Level 3

20세기적 특징
낯선 화성 진행(장 단화음 교대),

짧은 모티브 반복에 의한 민속적인 선율

먼저 전체적인 화성을 분석해보면, 카발레프스키의 곡에서 자주 발견되

는 장화음과 단화음이 교대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A부분의 마디 1-3

은 I-ii도 화음이 일정하게 반복되다가 마디 4에서 iii도의 긴장되는 화성이

출현하고 다시 ii도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다시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하다

가 마디 8에서 iii-IV도로 순차 진행하며 B부분의 마디 9의 V도로 들어간

다. B부분에서 시작한 V도 화음은 다시 A부분의 I도 화음으로 선회하기

위해 V- IV- iii- ii도의 진행을 보인다. 화성 진행을 축약해 보면 <악보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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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카발레프스키 ‘갤럽’ 마디 1-16의 화성 진행

왼손 반주 형태를 살펴보면 A부분의 반주 형태는 변하지 않고,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된다. 왼손 포지션의 도약과 변화도 최소한으로, 한 패턴을

배우면 바로 응용할 수 있는 형태이다. 왼손의 펼침 화음 반주는 먼저 모

음(blocking) 화음으로 연습함으로써 귀로 화성의 진행을 확인하고24), 손의

위치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두 음 슬러(slur)의 펼침 화음을 연습할 때에

는 천천히 큰 동작으로 첫 음에 손목을 내리면서 무게를 떨어뜨리고(drop),

마지막 음은 손목을 살짝 띄울 수(lift) 있도록 지도 한다25).<악보 2>

24) Max. W. Camp, Teaching P iano: The Synthesis of M ind, Ear and Body

(Van Nuys, CA: Alfred Publishing Co., 1992), 184.

25) 제임스 베스틴(James W. Bastien) / 송지혜 역, 『성공적인 피아노 교수법』

(서울: 음악춘추사, 2006),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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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카발레프스키 ‘갤럽’ 마디 1-4, 왼손의 연습방법

이 곡은 2/4박자의 춤곡으로, 한 마디 단위의 짧고 단순한 모티브를 반

복하는 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뚜렷이 보이는 한 마디 단위

의 이음줄은 네 마디 단위의 프레이즈 이해를 방해하여 음악의 흐름이 한

마디 단위로 짧게 끊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짧은 모티브 진

행 안에도 네 마디 단위의 프레이즈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프레이즈 안에

초점 혹은 지향점(focal point)을 설정하여 네 마디를 한 프레이즈로 인식

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캠프는 모든 프레이즈에는 중간 목표를 향해 가려

는 지향점이 있다고 말했다. 프레이즈의 시작과 끝 마디를 알고 있어도 중

간 부분의 지향점을 의식해야 프레이즈의 결집력이 만들어진다. 그는 지향

점을 설정하는 기준 네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화성 진행의 변화(harmonic progression)가 이루어지는 지점, (2) 선

율 모양새(melodic shape)의 가장 높은 혹은 가장 낮은 지점, (3) 리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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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rhythmic placement)가 변화하는 지점 , (4) 위 세 가지의 복합

(combination)이다.26) 지향점은 프레이즈의 절정지점(climatic point)과 일

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27) 마디 1-4 부분의 지향점은

왼손 화성의 변화가 뚜렷하고 오른손 리듬의 패턴이 바뀌는 마디 4의 첫

박으로 설정한다. 또한 연주시의 적정 템포에서는 두 마디를 최소 단위로

생각하여 연주한다.<악보 3>

<악보 3> 카발레프스키 ‘갤럽’ 마디 1-4

마디 5-7에서는 오른손 모티브의 변형이 일어난다. 각 마디 끝에 첨가된

높은 음역 음들을 먼저 연습한 후, 음정이 상행 확장되는 것을 확인한다.

<악보 4>

26) Max W. Camp, Developing P iano Performance: A Teaching Philosophy

(Chapel Hill, N.C; Hinshaw Music, 1981), 71.

27) Camp, Ibid.,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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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카발레프스키 ‘갤럽’ 마디 5-8

B부분에서는 오른손 모티브의 형태가 변화한다. A부분에서의 오른손은

16분음표로 빠르게 C장조 다섯 손가락 스케일을 상행하는 모양이었지만,

B부분에서는 4분음표로 천천히 하행하는 패턴으로 변화하였다. 마디 9, 13

에서 하행하는 다섯 음을 따로 떼어 보는데, 이때 마디 11, 15의 첫 박에

있는 A음과 G음은 마디의 시작음이 아닌 그 전 음의 도착지점으로 생각하

여 연습한다.<악보 5>

<악보 5> 카발레프스키 ‘갤럽’ 마디 9-12

또한 마디 9-10, 13-14의 오른손 아티큘레이션은 스타카토와 악센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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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구사해야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과장되거나 거친 어택(attack)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의 연습 방법은 (1) 스타카토로만 연습, (2) 악센트만 있다

고 가정하여 연습, 또 하나의 추가 연습은 대조되는 아티큘레이션 (3) 레가

토로 각각 연습해 보는 것이다.

B의 왼손 반주 유형은 펼침 화음에서 모음 화음으로 바뀌며, 단조로운

패턴에 8분쉼표를 삽입하여 약간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3화음을 동시

에 치는 모음 화음의 형태는 손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경직되게 처리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 때 연습 방법으로는 3화음을 전부 다 치지 않

고 외성(ex. 마디 9: D음과 G음)만 따로 떼어 손목만을 사용하여 편하게

연습 한 후, 가운데 음은 살짝 얹어서 칠 수 있도록 한다.

이 곡의 다이내믹은 마디 1에서 f로 제시하며, 다른 다이내믹의 변화 없

이 끝까지 일관되어 있다.28) 처음부터 끝까지 f로 제시된 다이내믹은 가르

치는 교사나 연주자의 해석에 의해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사료된다.

악보에 제시된 음악적 개념들 가운데 다이내믹은 학생의 의사를 비교적 자

유롭게 반영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겠다. 국내에 출판된 교재들은 각각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A는 mf로 시작하여 마디 5-6부분에서 점

점 커지고, B에서 f로 가장 크게 연주하다가 마디 16에서 dim.로 줄어 A가

반복되는 마디 17에서 mf로 다시 돌아오는 편집이 가장 많았다. 필자는 B

부분이 f로만 표시가 될 경우 왼손의 반주도 동시에 커져 오른손의 멜로디

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오른손은 f로 왼손은 p로 생각하여 연주할 것을 제

28) 국내 콩쿠르 곡집에 수록된 <갤럽>은 에디션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다이

내믹, 아티큘레이션, 핑거링 등 편저자에 따라 이견들이 보이기 때문에 필자는

원전에 가까운 G. Schirmer Edition(1999년 출판)을 참고하여 사보한 악보를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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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한다. 또한 다이내믹의 기본 원칙을 적용하여 마디 9-10의 오른손 파트

가 내려오는 부분은 세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마디 11에서 반복되는 부분

은 cresc. 마디 12의 마지막 박은 dim.로 줄어들고, 그 뒤의 마디 13-16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악보 6>은 다이내믹 설

정의 예이다.

<악보 6> 카발레프스키 ‘갤럽’ 마디 1-20, 다이내믹 설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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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릿광대들

(Clowns from 24 P ieces for Children Op. 39, No. 20)

① 개요

이 곡은 앞에서 소개한 <갤럽> 작품이 포함된, 카발레프스키의 《24개

의 어린이를 위한 소품집》(24 Pieces for Children, Op. 39)에 20번째로

실린 곡이다. 국내에 출판된 콩쿠르 관련 교재들에 수록된 20세기 작품들

을 분석해 보면 카발레프스키의 소품들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는 카발레프스키가 작곡한 《어린이를 위한 소품집》은 짧고 간결하며, 어

린 학습자들이 재미있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콩쿠르는 짧은 시간

안에 연주자의 기량을 보여줘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때문에 교사들은 짧

으면서도 효과적인 곡들을 선호하게 되는데, 카발레프스키의 소품집은 이

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카발레프스키의 어린이를 위한 작품 중에는 묘사적인 제목을 붙인 작품

들이 많다. 《24개의 어린이를 위한 소품집》도 살펴보면 24개의 작품 중

표제를 가진 곡이 7곡이다. 이 다양한 표제들은 어린 학습자들이 제목과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곡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장에서 다룰 <어릿광대들>은 장·단조 교대와 흔들거리는 듯 한 리듬

패턴으로 어릿광대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재미있게 묘사했다. 장·단조의

교대는 마치 어릿광대 2명이 마주보며 판토마임(pantomime)을 하면서 다

투는 장면이 연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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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라에 의한 이 곡의 난이도는 3으로 초급 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곡의 분석 및 연습 방법 제언

<표 11> ‘어릿광대들’의 구성

박자 2/4

조성 A Major / a minor

빠르기 Allegro

형식 A1(1-8) A2(9-12) B(13-17) A1’(18-25)

머그라에 의한 난이도 Level 3

20세기적 특징
장·단조의 잦은 교대,

짧은 모티브의 반복과 변형에 의한 민속적인 선율

이 곡은 2/4박자로 앞에서 소개한 <갤럽>과 마찬가지로 짧은 모티브가

반복, 변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A장조와 A단조가 서로 교대되

는데, 이는 장조와 단조를 골고루 경험시키려는 작곡가의 교육적인 의도가

보인다. 장조와 단조의 교대는 2명의 어릿광대들의 모습이 연상된다.

처음 학습자들은 시각적으로 많이 보이는 임시표와 왼손의 큰 움직임,

빼곡하게 쓰여 있는 16분음표 때문에 독보 단계부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변화하는 음들의 일정한 패턴을 파악하고, 연습용 그룹핑을(re

-grouping)만들어 접근하면 훨씬 수월하게 독보할 수 있다.

먼저 오른손 짧은 모티브의 반복과 변형의 형태를 세 음씩 묶어서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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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수 있다. 또한 세 개음의 그룹 중 첫 번째 음과 세 번째 음만 따로

떼어 모아서 쳐보면, 장조와 단조의 교대를 더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다.

왼손은 5도와 8도로 일정하게 반복되는 오스티나토(ostinato) 반주 유형

을 스타카토로 연주하도록 되어 있다. 분산 화음은 먼저 모음 화음으로 연

습하여 포지션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분산 화음을 연주할 때에는 8도에

서 5도 간격으로, 먼저 넓은 음역에서 좁은 음역으로 리그루핑하여 연습한

다.(<악보 7>참고) 이는 손의 구조가 오므리고 있는 형태에서 펼치는 것보

다, 반대로 펼쳐 있는 상태에서 오므리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또 스타

카토 연습에서는 느린 속도에서 먼저 손목 스타카토로 편안하게 연습한 후

빠른 속도가 되면 손끝을 사용하여 건반 가까이 밀착하여 연주하도록 한다.

<악보 7> 카발레프스키 ‘어릿광대들’ 마디 1-5

A2에서는 조성이 F장조와 F단조로 잠시 변환 되었고, 음형이 내려가면

서 다이내믹도 p로 줄어들었다. 연습 방법은 A1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연

습한다.<악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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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카발레프스키 ‘어릿광대들’ 마디 8-11

B부분은 A1의 오른손 모티브가 보다 확장되었고, 왼손 오스티나토 반주

패턴이 모음 화음 형태로 변화하였다. 오른손은 연속되는 6개의 16분음표

로 다소 A1의 모티브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뼈대를 찾아 분석해보면 일정

한 패턴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왼손의 화음은 먼저 외성만 따로 떼서

연습하고, 마디 13-16 왼손 화음의 베이스(bass)음이 반음 간격으로 진행

됨을 인지한다. 마디 16-17은 A1으로 가기 위한 경과구이며, 다이내믹이

점점 증가한다. 이 부분도 같은 패턴끼리 묶어서 연습한다.<악보 9>

<악보 9> 카발레프스키 ‘어릿광대들’ 마디 12-17

A1’로 돌아오는 마디 18은 앞의 마디에서 cresc.가 된 형태를 받아 f가

되며, 이 곡에서 다이내믹이 가장 큰 부분이다. 마디 22부터는 A1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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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A1에서 하행하는 G#음이 A1’에서는 상행하는 진행을 보인다. 이 부

분은 상행하는 G#음까지를 한 그룹으로 묶어 연습하며, 마지막 마무리 코

드의 두 음까지 집중하여 연주한다. 왼손의 종지 코드들의 베이스음은 하

행 진행, 오른손의 위 성부는 상행 진행이며, A장조의 I도 화음으로 마친

다.<악보 10>

<악보 10> 카발레프스키 ‘어릿광대들’ 마디 18-25

(4) 소나티나 3악장 (Sonatina Op. 13, No. 1, 3rd mov.)

① 개요

카발레프스키가 교육용 목적으로 작곡한 소나티나는 총 두 작품(Op. 13,

No. 1 & No. 2)으로 각각 1930년과 1933년에 작곡되었다. 본 장에서 다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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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은 Op. 13, No. 1의 3악장으로 카발레프스키의 소나티나 중 대표작이

다.29)

이 곡은 자유로운 론도 형식을 사용했으며, C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거

의 셋잇단 음형으로 이루어져있다. 양손이 선율을 주고받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양손의 코디네이션을 학습하기 좋으며, 마디 안에서 장화음과 단화

음의 혼용이 많기 때문에 각 장 단화음의 성격을 배우기도 좋다. 또 리듬

의 전개에 있어서도 변박과 헤미올라 등 민속적인 요소가 많아 역동적이

다. 또한 이 곡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무궁동(Perpetual motion, 無窮動)으

로 진행되며, 타악기처럼 건반을 두드리는 토카타풍이 특징이다.

20세기 초반은 피아노를 타악기처럼 두드리는 기능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된 시대로 20세기 작곡가들은 토카타풍 곡을 많이 작곡하였다. 토카타는

전통적인 반주와 멜로디 스타일이 아니라 음형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논

레가토가 주를 이루며, 양손을 쓰는 역동성이 특징이다.

이 악장은 변형된 론도 형식과 복잡하지 않은 화성의 틀 위에 장화음과

단화음의 혼용, 러시아 민속적 요소가 어우러진 20세기 전반부 중 온건한

신고전주의 경향을 띤 작품이다.

힌슨은 이 소나티나를 중급 단계(Intermediate)로 분류하였으며, 머그라

는 난이도를 8로 설정하였다.

29) Magrath, The P 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 and Performance

Literature,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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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곡의 분석 및 연습 방법 제언

<표 12> ‘소나티나 3악장, Op. 13, No. 1’의 구성

박자 9/8, 6/8, 2/4, 12/8

조성 C Major

빠르기 Presto

형식
A(1-18) B(19-38) C(39-72) A’(73-91)

B’(92-111) C’(112-129) coda(130-132)

머그라에 의한 난이도 Level 8

20세기적 특징 잦은 변박, 장·단화음 교대

이 곡은 선율의 형태로 보면 세 부분, 리듬의 형태로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선율의 형태는 (1) 단선율을 양손이 주고받는 형태 (2) 오른손 단선율

과 왼손 코드 반주의 호모포닉(homophonic)한 형태 (3) 유니슨의 세 부분

으로 구분된다. 리듬은 9/8박자로 이뤄진 3박자(triple) 리듬과 6/8, 12/8,

2/4박자의 두 박자(duple) 리듬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A는 논 레가토(non legato)와 레지에로(leggiero) 터치로 단선율을 양손

이 주고받는 형태이다. 마디 1-8의 오른손 모티브의 흐름을 살펴보면

C-E-G를 주축으로 선율이 진행되었다. 연습 순서는 먼저 마디 1-8의 오

른손과 연결되는 왼손 파트의 단선율 부분만 따로 떼어 연습한다. 그러면

G-C, E-A라는 완전5도 음정과, 2번과 5번 손가락을 사용하는 같은 포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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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주축이 되는 화성만 따로 떼어 연습

한다. 즉, 각 마디의 첫 박에 나오는 오른손과 왼손을 모음 화음으로 연습

한 후 악보대로 강박까지만 풀어서 쳐 본다.<악보 11>

<악보 11> 카발레프스키 ‘소나티나 3악장’ 마디 1-7

마디 9에 표시된 레지에로는 논 레가토를 유지하되 더 가볍게 연주하라

는 뜻으로 오른손 두 개 음도 가볍게 분리해서 치도록 한다. 마디 9는 9/8

박자의 3박 계열로 오던 박자가 6/8박자로 변하면서 2박 계열로 변하였다.

마디 9-14는 왼손이 화성의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 부분은 두 마디 단위

의 프레이즈로 나누어 생각하면 쉽게 독보할 수 있다. 마디 9-10에 쓰인

왼손 화음들은 마디 11-12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었고, 마디 13부터는 마디

9, 11의 강박에 누르는 왼손 화음의 같은 포지션이 한 음씩 상행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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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된다. 왼손 화음에 표시된 테누토는 왼손이 이 패시지를 이끌고 간

다고 여기고 왼손에 비중을 더 두고 연주해야 한다. 연주시에는 마디 9,

11, 13의 왼손 강박에 살짝 악센트를 준다는 느낌으로 밀어서 연주하면 두

마디 단위의 프레이즈를 더 살릴 수 있다.<악보 12>

<악보 12> 카발레프스키 ‘소나티나 3악장’ 마디 7-14

또한 마디 9-16에 왼손에 표기된 테누토는 실제 연주시에는 스타카토로

들리기 때문에 먼저 충분한 음량의 손목 스타카토로 연습해야 한다. 또 마

디 15-16에서 지속적으로 연주되는 E음은 짧게 연주되는 종소리를 연상시

키며, 다음 마디 19의 처음 코드인 Am의 V도임을 인지한다.<악보 13>



- 52 -

<악보 13> 카발레프스키 ‘소나티나 3악장’ 마디 15-18

B의 오른손은 리드미컬한 타란텔라 민요풍의 멜로디가 등장하였고, 왼손

은 절도 있는 화음 반주로 장화음과 단화음을 혼용하였다. 마디 19-26은

A도리안(Dorian) 선법, 마디 27-34는 D에올리안(Aeolian) 선법에 기초한

음계를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는 한 마디 안에서 장화음과 단화음을 자유

롭게 구사하여 마치 장조와 단조가 교차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악보

14>

<악보 14> 카발레프스키 ‘소나티나 3악장’ 마디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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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9부터의 왼손 스타카토는 탄력 있는 손목 스타카토가 구사되어야 하

며, p이지만 충분히 큰 소리로도 쳐본 후에 줄여주는 연습을 해준다. 마디

27-34의 왼손은 앞 구간(마디 19-26)보다 움직임의 폭이 한층 더 넓어졌

다. 왼손 화음의 수평적 라인의 흐름에 집중하여 연주하도록 한다.<악보

50>

<악보 15> 카발레프스키 ‘소나티나 3악장’ 마디 27-30

C의 시작은 A의 모티브에서 가지고 왔으며, A단조의 가락 단음계에 기

초한다. 마디 43에서는 6/8박자가 같은 2박 계열인 2/4박자로 변하지만, 음

가는 16분음표로 더 세분화되었다.<악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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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카발레프스키 ‘소나티나 3악장’ 마디 39-46

C는 대부분 단선율과 비슷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조로운

느낌이 들 수 있는 부분으로 카발레프스키는 이 부분에 변박을 사용했다.

연주자는 유사한 패턴을 다이내믹으로 변화를 주며 곡을 입체적으로 만들

도록 한다.

마디 47-48은 G단조 가락 단음계에 기초한 스케일과 화음이 사용되었

다. 왼손의 화성을 이루는 세 음–B♭, D, G-을 묶어보면 G단조 i도의 제1

전위 형태이다. 오른손의 스케일은 손가락의 포지션이 바뀌지 않는 음들을

묶어 리그루핑해서 연습한다.(<악보 17 참고>) 스케일을 연습할 때 주의할

점은 엄지를 손바닥 밑으로 집어넣지 않고 손 옆에 제자리에 두고, 팔목을

낮추어 엄지가 수직적으로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조절하도록 하는 것이

다.30) 마디 51-52는 같은 패턴이 C단조 가락 단음계에서 진행되는 형태로

다이내믹의 대비로 변화를 주었다.

30) 죠르지 산도르(Georgy Sandor) / 김귀현·김영숙 역, 『온 피아노 플레잉』

(서울: 음악춘추사, 200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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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카발레프스키 ‘소나티나 3악장’ 마디 47-50

마디 55-63은 조성과 박자의 변화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끊임없이 움직

이는 무궁동 형태로 전개된다. 비교적 박자의 변화는 9/8박자에서 12/8박자

로 세 마디 단위로 번갈아가며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나, 조성은 임시표의

빈번한 사용과 반음계 진행으로 모호하다. 왼손이 반음계로 진행되는 수평

적 라인도 먼저 따로 떼어 연습한다. 또한 무궁동의 형태로 길게 진행될

때에는 프레이즈 구획을 잘 나누고, 지향점(focal point)을 설정하여 연습하

는 것이 중요하다. 마디 55-63은 세 마디 단위로 프레이즈를 나눠 생각한

다.<악보 18>

<악보 18> 카발레프스키 ‘소나티나 3악장’ 마디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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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70-72는 A’의 ff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 경과구이다. 양손이 옥타브

간격의 펼침 화음 유니슨 형태로 각 박을 중심축으로 2도씩 상행하며 C

장조 스케일로 진행한다. 이 부분은 (1) 모음 화음으로 쳐 보는 수직적 연

습과 (2) 각 박의 뼈대만 추출하여 수평적 진행을 알아보는 연습이 필요하

다.<악보 19>

<악보 19> 카발레프스키 ‘소나티나 3악장’ 마디 70-73

B’의 마디 92-99는 C장조의 조성 체계 안에서 장화음과 단화음을 혼용

하여 사용하였고, 다이내믹은 앞의 B와 다르게 f로 음량이 커졌다. 마디

100부터는 F장조 조성에서 움직이다가 마디 108에서 F장조의 V도인 C화

음-C장조의 I도-으로 진행하며 C’로 들어간다.<악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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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카발레프스키 ‘소나티나 3악장’ 마디 108-111

C’는 조성이 불분명했던 앞의 C와 달리 조성의 성격이 C장조로 분명히

드러난다. 마디 120부터 다이내믹은 서서히 증가하며, 유니슨 형태의 상행

진행하는 펼침 화음을 거쳐 코다에서 ff와 악센트, 마르카토로 마무리 한다.

유니슨의 선율 진행은 왼손에 더 집중하고, 악센트는 한 음 한 음 무게를

떨어뜨려 연주한다.<악보 21>

<악보 21> 카발레프스키 ‘소나티나 3악장’ 마디 12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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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나티나

(Sonatina from 30 Pieces for Children, Op. 27, No. 18)

① 개요

중급 학습자를 위한 《30개의 어린이를 위한 소품》(30 Pieces for

Children, Op. 27)은 카발레프스키가 당시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로 재직

중인 1937-38년에 작곡한 작품이다. 1930년대의 러시아는 스탈린이 통치하

던 시대로, 예술은 사회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확고했던 시기였다.31) 예술은 엄격한 규제 아래 민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러시아의 민속적인 요소의 활용을 장려하고,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군

사적인 측면들을 강조한 시대이다. 때문에 추상적인 제목이나 실험적인 요

소가 보이는 장르들을 작곡할 수 없었고, 전통적인 형식의 소나타, 교향곡,

칸타타, 행진곡 등의 장르를 선호하였다. 《30개의 어린이를 위한 소품》은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잘 반영한 작품이다.32)

머그라는 이 작품을 상상력을 자극하는 제목들, 뛰어난 리듬감과 흥미로

운 멜로디를 사용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그의 문헌에 20세기 피아노 교

육 문헌의 표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33)

본 장에서 다룰 곡은 위의 작품 중 18번째 곡으로, 단일 악장으로 구성

31) 오희숙. 『20세기 음악 I: 역사·미학』 (서울: 심설당, 2004), 145.

32) 정경연, “20세기 전반 주요 스타일 중심으로 본 <D. Kabalevsky 어린이를 위

한 30개 소품 Op. 27> 분석과 교수학적 제언,”, 21.

33) Magrath, The P 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 and Performance

Literature,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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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소나티나>이다. 이 소나티나는 제1주제와 제2주제의 대비, 제1주제 반

복과 제2주제의 중심 조성이 변한 반복 형식을 사용했다. 즉, 소나타 알레

그로 형식의 구성 요소인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중 발전부가 생략된 형태

로 작곡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티나’라는 제목과 실제 구조와의 연관

관계는 느슨하다.

이 곡에 전반적으로 전개되는 부점 리듬은 행진곡을, 짧은 모티브와 선

법 중심으로 쓰인 선율은 민요를 각각 연상시킨다. 월터스(Richard

Walters)는 이 곡을 행진곡(March)과 노래(Song)의 혼합형으로 분류하였

다.34)

이 곡은 ‘소나티나’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작

곡되었고, 민요적 성격이 강한 선율과 역시 민속 전통에서 온 장·단화음이

혼용된 왼손 반주를 갖는 곡이다.

이 작품은 부점 리듬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기 좋으며, 오른손의 단선율과

왼손의 모음 화음 형태로 멜로디와 반주의 밸런스를 배우기에 적합하다.

머그라는 이 곡의 난이도를 5로 설정했다.

② 곡의 분석 및 연습 방법 제언

<표 13> ‘소나티나’의 구성

34) 월터스(R. Walters)는 《30개의 어린이를 위한 소품》(셔머, G. Schirmer_2012

출판)을 크게 노래(Song), 춤(Dance), 행진곡(March), 혼합형으로 분류했다._ 정

경연. Ibid.,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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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 4/4

조성 A Aeolian mode

빠르기 Allegretto

형식
A(1-12) B(13-24)

A’(25-32) B’(33-39) coda(40-43)

머그라에 의한 난이도 Level 5

20세기적 특징 민속적인 선율, 장·단화음 교대

이 곡은 부점 리듬의 전개가 두드러져, 행진곡 느낌이 강하다. 카발레프

스키가 이후 1958년도에 작곡한 《4개의 쉬운 론도》(4 Easy Rondos, Op.

60) 중 1번곡인 <행진곡>(March)에서도 부점 리듬의 전개와 또 다른 대조

되는 선율 진행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악보 22>

<악보 22> 카발레프스키 ‘행진곡’ 마디 1-3, 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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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곡 풍은 카발레프스키 뿐 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았던 러시아 작곡가들

에게도 흔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 러시아의 시대적 분위기, 즉 스탈린

치하의 군사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소나티나는 부점 리듬을 집중적으로 다루어보는 에튀드적 성격과 왼

손 3화음이 연속적으로 타악기처럼 두드리는 토카타풍이 혼용되었다. 선율

은 짧은 모티브와 선법 중심의 전개로 민속적인 특징을 보인다.

먼저 A에서 쓰인 선법을 분석하면, 마디 1-4는 A에올리안 선법, 마디

5-12는 A프리지안(Phrygian)선법 중심으로 선율이 전개되었다.<악보 23>

<악보 23> A에올리안 선법과 A프리지안 선법

마디 1-3의 왼손 화음은 기본 3화음의 포지션으로 약박에 배치하며, 왼

손 기본박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싱커페이션 형태로 진행하였다. 마디 4부

터는 코드의 순차 하행 진행을 보인다. 이 패턴에서도 선법을 바탕으로 한

하행 5도, 하행 2도가 많이 쓰이는 러시아 민요의 특징을 보여준다.35) 앞의

35) 정진경, “합창곡 편곡을 위한 연구: 고등학교 음악교과에 수록된 세계 민요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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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티나 3악장에서 언급했듯이 장조와 단조의 조성 중심이 아닌 선법 중

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드의 진행은 한 마디 안에 장·단

화음이 혼용된 형태가 된다. 왼손의 코드 반주는 오른손 단선율 보다는 음

량을 줄여 연주하는 것이 최종적인 해석이다. 하지만 그 전에 왼손의 화음

도 충분히 큰 음량으로 연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위의 상성부만 따

로 떼어내어 수평적 흐름도 살펴보아야한다.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부점 리듬은 <악보 24>에 제시한 대로 짧은 16분

음표를 뒤에 나오는 긴 음표에 묶어 연습한다. 그러면 리듬에 탄력이 생겨

훨씬 리드미컬해진다.

<악보 24> 카발레프스키 ‘소나티나’ 마디 1-4

마디 5에서는 계속해서 부점 리듬으로 진행되던 패턴이 셋째 박에서 8분

음표 리듬으로 전환된다. 이 때 리듬을 지속하고 싶은 성질 때문에 8분음

표 리듬이 부점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8분음표

사이를 스타카토로 구분지어 연습함으로써 리듬의 균형을 잡아준다. 마디

7도 부점 리듬에서 8분음표 패시지로 바뀌는 부분을 스타카토와 논 레가토

로 처리하면서 리듬이 균등하게 가도록 한다. 마디 7-8은 짧은 모티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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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는 긴 패시지로 확대되며, 부점 일변도의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역할

을 한다. 마디 8은 왼손도 오른손의 한 옥타브 아래에서 유니슨으로 같이

연주하며,36) 상행하는 선율 라인에 따라 다이내믹도 증가하는 상승 확대

효과가 보인다.<악보 25>

<악보 25> 카발레프스키 ‘소나티나’ 마디 5-8

마디 9-12의 왼손은 순차적으로 2도씩 하행 진행되며, 오른손은 지속적

으로 진행하는 부점 리듬이 계속 된다. 이 때 긴 라인으로 계속 전개되는

부점 리듬의 감각이 무뎌질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때는 부점 리듬을

풀고, 반대로 8분음표 리듬으로 바꿔서 연습하며, 손가락의 포지션이 바뀌

는 대로 리그루핑하여 연습한다.(<악보 26> 참고) 악보에는 긴 이음줄 표

36) 국내에 출판된 콩쿠르 곡집에서는 아래의 악보와 같이 마디 8이 유니슨의 형

태가 아니라 오른손만 연주되는 형태로 실려 있다. 필자는 본 논문에 피셔(C.

Fischer)출판사에 나온 에디션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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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물리적인 레가토로 연결해서 연주하기보다는

앞의 <악보 24>에서 제시한 대로 짧은 16분음표를 뒤의 긴 음가에 붙여

리듬에 탄력을 주는 데 더 집중한다. 진정한 레가토는 편안한 상태에서 무

게가 이동하는 것으로, 긴장과 경직된 상태가 아닌 논 레가토로 연주해도

좋은 톤이면 구사될 수 있다.37)

<악보 26> 카발레프스키 ‘소나티나’ 마디 9-12

B의 선율과 화성은 G에올리안 선법과 G도리안 선법에 기초하여 전개된

다.<악보 27>

<악보 27> G에올리안 선법과 G도리안 선법

37) Gail Berenson et al, A Symposium for P ianist and Teachers: Strategies to

Develop the M ind and Body for Optimal Performance (Dayton, Ohio:

Heritage Music Press, 2002)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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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도 A와 마찬가지로 부점 리듬의 전개가 많지만, 훨씬 선율적이다. A가

역동적인 춤과 노래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면, B는 악기 반주가 어우

러지는 노래로 구분할 수 있다. 오른손의 선율은 프레이즈의 끝과 프레이

즈의 처음 연결음을 제외하고, 비교적 순차 진행이다. 마디 17, 19의 음절

이 마디 18, 20에서 되풀이되는 형태는 짤막한 모티브가 확장되는 민요적

특징을 보인다.

연속되는 왼손의 화음 반주는 복잡해 보이지만, 밑의 베이스 G음은 변하

지 않고, 움직임이 적다. 왼손 화음은 먼저 외성만 따로 떼어 충분한 소리

와 큰 동작으로, 탄력 있는 손목 스타카토로 연습한다. 또 상성부와 내성이

변하는 부분만 따로 떼어 수평적 진행을 살펴본다. 그 후 연주시에는 왼손

에 더 집중하고, 큰 동작을 줄여 건반 가까운 곳에서 손목에 힘을 빼고 연

주한다. 마디 19-22는 이 곡의 절정 부분으로 왼손의 상성부와 내성의 변

화가 잦고, 리듬도 보다 활발해졌다. 마디 20에 악보상에는 다이내믹의 표

기가 없으나 반복되는 부점 리듬은 cresc.로 표현할 수 있다. 마디 22의 오

른손에서도 처음으로 8분쉼표가 등장하며 싱커페이션 리듬으로 변화를 주

었다.<악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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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 카발레프스키 ‘소나티나’ 마디 13-22

A’는 다시 A에올리안 선법과 A프리지안 선법이 사용되었으며, B’에서는

A믹솔리디안(Mixolydian) 선법이 변형되어 사용되었다.<악보 29>

<악보 29> A믹솔리디안 선법

B의 마디 13에서는 단화음의 성격이 드러나는 반면, B’의 마디 33은 장

화음으로 앞의 B와 화음의 성격이 대비가 된다.

마디 36부터는 코다로 들어가기 위한 도입부로 오른손의 선율은 변하지

않고 반복되며, 왼손 화음은 장3도 간격으로 반음 하행 진행되며 다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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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올리안 선법으로 돌아가는 하는 역할을 한다. 변화의 주체가 왼손에 있

는 것을 인지하고, 왼손에 더 집중하여 듣는다. 마디 39부터 지속되는 긴

라인의 부점 리듬 패시지는 <악보 30>과 같이 그루핑하여 연습한다. 특히

마디 40-41의 오른손의 부점은 왼손의 부점 리듬과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

한다.

<악보 30> 카발레프스키 ‘소나티나’ 마디 33-43

(6) 기병대의 노래 (Song of the Cavalry from 30 P ieces for

Children Op. 27, No. 29)

① 개요

카발레프스키의 《30개의 어린이를 위한 소품》은 러시아의 사회주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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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즘이 요구하는 전통적인 형식 안에서 러시아 민족주의 요소와 20세기

전반의 경향 중 온건하고 복잡하지 않은 새로운 재료들이 잘 복합된 작품

이다.

본 장에서 다룰 <기병대의 노래>는 《30개의 어린이를 위한 소품》 중

제29번곡으로 당시 러시아의 시대적 분위기를 잘 반영한 곡이다. 규칙적으

로 절도 있게 움직이는 리듬은 기병대의 말발굽 소리와 군악대가 연주하는

북소리, 전투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데, 이는 1930년대 스탈린 치하의 군

사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곡은 춤과 노래가 공존하는 러시아

의 민속적인 요소에 기반을 둔 행진곡 풍이며, 피아노의 타악기적 특성을

활용한 스타카토 아티큘레이션이 두드러진다.

월터스는 이 <기병대의 노래>를 노래(Song), 춤(Dance), 행진곡(March),

혼합형의 네 가지 유형 중 춤곡으로 분류하였고, 필자는 춤과 노래가 결합

된 혼합형으로 보고자 한다.

머그라는 이 곡의 난이도를 7로 설정하였다.

② 곡의 분석 및 연습 방법 제언

<표 14> ‘기병대의 노래’의 구성

박자 2/4

조성 b♭ minor / B♭ Aeolian mode

빠르기 Allegro mo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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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A(1-20) 경과구(21-25) B(26-43) A'(44-63)

머그라에 의한 난이도 Level 7

20세기적 특징
민속적인 선율, 선법과 조성의 병렬,

스타카토 터치로 인한 타악기적 주법

이 곡은 왼손의 역할이 역동적이며, 부분에 따라 변하는 멜로디와 반주

의 양손 관계, 유니슨의 진행과 내성의 처리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을

학습할 수 있는 곡이다. 뿐만 아니라 악곡 전체를 스타카토로 연주해야 하

므로 손목 스타카토로 연습해서 점차 가벼운 손가락 스타카토로 이행하는

과정을 훈련하기 좋은 곡이다.

A는 왼손이 주요 선율을, 오른손은 화성을 담당하는 반주의 형태이다.

이때는 화성을 담당하고 있는 오른손만 따로 떼어서 화성의 변화를 귀로

듣는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A의 화성을 분석해보면 B♭단조의 i, iv, V,

V7/V(부속7화음_ Secondary Dominant7)로 철저히 조성 중심 체계이다.

하지만 선율은 B♭에올리안 선법(<악보 31>참고)이 중심이 되었고, 좁은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모티브로 민속 선율의 성격을 보여준다.

<악보 31> B♭에올리안 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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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마디 1-2는 짧은 전주로, 양손이 번갈아가며 8분음표 리듬으로 일

정하게 스타카토로 연주하는 부분이다. 이 동일한 패턴은 마디 11-12,

44-45, 54-55에서 세 번 더 나오는데, 한 악절(period)이 끝나고 새로운 악

절이 시작하기 전에 연결구처럼 등장한다. 이 부분은 기병대 선두에 있는

지휘관이 기병대의 행렬을 지휘하는 동작을 연상케 한다.

마디 3은 왼손에 나오는 부점과 8분음표 리듬은 오른손과 서로 엇갈려서

연주하는 부분으로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이 부분은

점 8분음표와 16분음표 사이를 연결하지 않고 살짝 끊어서 처리해도 무방

하다. B♭과 C, D♭에 연결되어 있는 이음줄에 얽매이지 말고, 논 레가토

로 처리하는 연습은 리듬이 고르지 않게 처리되는 것을 방지한다. 리듬 패

턴과 아티큘레이션을 동시에 구사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리듬 연습을 우선

적으로 한다. 또 양손을 같이 연습할 때에는 마지막 음을 치기 직전에 잠

깐 멈췄다가 마지막 왼손의 F음을 오른손이 같이 맞춰서 치는 연습을 한

다.<악보 32>

<악보 32> 카발레프스키 ‘기병대의 노래’ 마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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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오른손 약박에 나오는 3화음의 스타카토는 기

병대의 말발굽 소리가 연상된다. 오른손의 3화음은 최종 연주시에는 왼손

보다 작게 연주하나, 양손의 밸런스를 위해 양손 모두 큰 소리로 쳐보고,

한번은 오른손 한번은 왼손에 무게중심을 두고 크게 쳐보는 훈련이 효과적

이다.38) 또한 곡에 전반적으로 사용된 스타카토는 먼저 손목을 사용하여

충분한 소리로 무게를 떨어뜨려 건반 깊숙이 눌러 연습한다. 그 후에는 손

목의 탄성을 이용하여 강박에 순간적으로 무게를 던져주며, 약박은 건반의

가까운 곳에서 가볍게 타건한다. 연주시에는 강박을 담당하고 있는 왼손을

좀 더 크게 치며, 집중하여 듣도록 한다.

마디 21-25는 A와 B를 잇는 경과구로 마디 첫 음을 중심축으로 순차

하행하는 세 마디의 유니슨 진행과, 오스티나토 형태의 fm 코드가 두 마디

동안 전개된다. 마디 21-23에 표시된 이음줄은 앞의 A에서 언급한 대로

세 음(D♭, C, B♭)을 레가토로 처리하기보다는 테누토 표시가 있는 첫 음

에 무게를 싣고, 첫 음과 두 번째 음 사이를 분리하여 연주하면, 테누토와

리듬감을 잘 살릴 수 있다. 또한 마디 23의 반음계 진행은 다이내믹을 점

점 증가시킨다. 그 후 마디 24의 첫 음을 순간적으로 sf로 강하게 터치한

후, 살짝 끊어 두 번째 음과 분리시키고, p로 줄인다. <악보 33>

38) 정경연, “20세기 전반 주요 스타일 중심으로 본 <D. Kabalevsky 어린이를 위

한 30개 소품 Op. 27> 분석과 교수학적 제언,”,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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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 카발레프스키 ‘기병대의 노래’ 마디 21-25

B는 왼손이 반주, 오른손은 선율과 화성을 동시에 담당하며 세 파트가

노래와 반주의 짜임새를 보여준다. 마디 26-35의 왼손은 완전5도 음정의

펼침 화음으로 일정한 오스티나토 반주 형태로 북소리가 연상된다. B는 F

프리지안 선법(<악보 34> 참고)이 중심되어 카발레프스키가 자주 사용하

는 작곡기법인 단화음과 장화음이 교대로 나타나는 민요풍의 특징을 보여

준다.

<악보 34> F프리지안 선법

B부분의 연습 방법은 (1) 왼손의 오스티나토 반주와 오른손의 외성 주선

율만 떼기 (2) 왼손과 오른손의 내성 반주만 떼어 연습해 본다.<악보 35>

또한 모든 성부를 동시에 칠 때에는 겹음의 내성이 허술하게 처리될 수 있

으므로 내성인 (3) 약박을 크게 쳐보는 연습도 한다. 그 후에는 악보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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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대로 내성을 줄여 연주한다.

<악보 35> 카발레프스키 ‘기병대의 노래’ 마디 26-30 연습방법

마디 36-43은 멜로디의 상성부는 선법을 중심으로, 화성을 담당하는 왼

손과 오른손의 내성은 F단조 조성 체계를 중심으로 쓰였다. 이 부분은 양

손의 포지션과 화성이 자주 변하고, 이 곡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다. 먼저

왼손의 변화하는 음들만 따로 떼어 수평적 진행을 살펴본다. 뿐만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오스티나토 반주를 모음 화음으로 연주하며 화성의 변화를

인식하고, 포지션을 익히도록 한다. 마디 38-39는 앞의 진행과 다르게 내

성의 담당이 오른손에서 왼손, 또 다시 오른손으로 바뀌면서 헷갈리기 쉬

운 부분이다. 이는 마디 38에서 오른손의 주선율이 C에서 A♭으로 단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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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 진행하면서 내성의 F음과 멜로디의 A♭음이 10도 음정으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앞의 <악보 35-(1)>에서 언급한 것처럼 먼저 왼손과

오른손의 외성 윤곽만 따로 떼어 연습한다. 그 다음에는 오른손의 멜로디

는 생략하고 오스티나토 반주와 내성만을 따로 연습하면서 내성이 어느 손

에서 연주하는지 파악한다. 마디 40-41의 오른손의 멜로디는 <악보 36>과

같이 먼저 리그루핑한 후, 마디 첫 박을 도착음으로 생각하여 연습한다. 마

디 42-43은 B♭단조의 V도 화음인 F코드로 전개되면서 A’로 들어가기 위

해 준비하는 부분이다.

<악보 36> 카발레프스키 ‘기병대의 노래’ 마디 36-43

A’의 마지막 단은 뒤로 갈수록 다이내믹이 점점 커지면서 분위기를 고조

시키며 강하게 마친다. 마디 63의 B♭m 코드는 그 음가대로 짧게 연주하

며 쉼표를 지켜 절도 있게 마친다.<악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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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 카발레프스키 ‘기병대의 노래’ 마디 60-63

이 곡의 아티큘레이션은 성부와 멜로디, 반주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제

시된다. 다시 말하면, 화성을 담당하는 반주 부분은 일관된 스타카토로 연

주하게 되어 있고, 그 리듬 또한 규칙적이다. 멜로디는 스타카토와 테누토,

악센트, 논 레가토, 두 음·세 음 슬러 등 제시된 아티큘레이션이 훨씬 더

다양하며, 짧은 모티브와 두 마디 단위(sub-phrase) 안에서 세분화된다. 아

티큘레이션은 각 성부와 기능을 따로 떼어 연습한다. 이 뿐 아니라 악보대

로 지시된 아티큘레이션으로만 연습하지 않고, 반대로도 연습하면서 소리

의 차이를 귀로 들으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하차투리안

(1) 작곡가 소개

하차투리안(Aram Ilyich Khachaturian, 1903-1978)은 아르메니아에서 태

어났으며, 이후 러시아로 넘어가 그네신 음악학교에서 첼로와 작곡을, 모스

크바 음악원에서는 작곡을 공부하였다. 하차투리안은 피아노 작품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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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고 대비되는 주제, 모티브의 변주, 불규칙 리듬과

변박, 선법 음계 그리고 토카타 풍 주법을 풍부하게 사용하는 특징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그가 아르메니아의 민속 음악의 영향을 다분히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음악은 민속 타악기적인 요소와 오스티나토의 강한 리듬

을 활용하여 광시적이며 화려한 음색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39) 하차투리안

은 아르메니아의 민족주의적 요소를 활용하여 소련의 공산주의가 요구하는

사실주의를 잘 표현한 작곡가였다.

하차투리안은 발레, 교향곡, 협주곡, 영화 음악 등 여러 장르에서 혁신적

인 작품 등을 많이 남겼으나 피아노 작품은 다른 장르에 비해 많이 작곡하

지는 않았다. 하차투리안의 피아노 작품 중 중급 학습자를 위해 작곡된 곡

은 《어린이를 위한 앨범 1권 & 2권 》(Children’s Album, Volumes 1,

1947 & Volumes 2, 1964)과 《소나티나》(Sonatina, 1959)가 있다. 이 외

에도 높게 평가받는 피아노 작품은 1927년도에 작곡한 《시》(Poem,

1927)와 《토카타》(Tocatta, 1932)가 있다.

(2) 분주한 이반

(Ivan is very busy from Adventures of Ivan 中 No. 5 Etude)

① 개요

하차투리안의 《이반의 모험》(Adventures of Ivan)은 선율과 유머 감각

39) 서혜영, 『20세기의 피아노 음악』(서울: 지음, 2012),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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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빼어난 8개의 다양한 소품으로 이루어졌다.40) 8곡에는 전부 묘사적인

제목이 붙어 있어 연주자가 곡의 분위기, 성격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차투리안은 1948년에 이 소품집을 출판하기 전 몇 년 동안에 걸쳐

각 곡들을 작곡했는데, 첫 번째 수록곡 <이반의 노래>(Ivan Sings _ 부제:

Andantino)는 1926년에 작곡된 것이고, 그 외의 7곡들은 각각 1942년과

1947년도에 만들어졌다. 머그라에 의한 《이반의 모험》의 난이도는 4-7로

중급 수준의 학생들이 학습하기 좋은 소품집이다. 본 장에서 다룰 <분주한

이반>(Ivan is very busy)은 난이도 6으로 설정하였다. 힌슨 또한 중급 레

퍼토리로 분류하였다.

후에 하차투리안은 이 8곡의 소품집에 2곡을 더한 총 10곡을 《어린이를

위한 앨범 1권》41)으로 출판하였다. 이때에는 ‘Ivan’으로 시작하는 제목들

대신 다른 표제들이 붙는다.

<분주한 이반>은 《이반의 모험》과 《어린이를 위한 앨범 1권》의 5번

째 수록곡으로 ‘Etude’라는 부제가 붙는다. 이 곡은 양손이 바쁘게 움직이

는 음형의 반복이 많아 잠시도 쉬지 않는 이반의 분주한 분위기가 느껴지

는 곡이다.

② 곡의 분석 및 연습 방법 제언

<표 15> ‘분주한 이반’의 구성

40) 김혜선, 『20세기 피아노 음악』, 786.

41) 출판사에 따라 《어린이를 위한 앨범 1권》(Children’s Album, Volume 1) 또

는 《어린 시절의 회상 1권》(P ictures of Childhood 1)으로 명칭한다.



- 78 -

박자 4/4

조성 C Major / c minor (조성 불분명)

빠르기 Allegro moderato

형식
A1(1-21) A2(22-38) B(39-51)

A1(52-66) coda(67-76)

머그라에 의한 난이도 Level 6

20세기적 특징
타악기적 주법, 민속적인 선율,

온음과 반음의 자유로운 진행

이 곡은 토카타적인 요소가 강한 곡으로써 작곡가가 태어난 아르메니아

지역의 종소리나 북과 같은 민속 타악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

다. 그가 작곡한 유사한 스타일의《토카타》(Toccata, 1932)와 《소나티

나》(Sonatina, 1959)를 배우기 전의 준비 단계로 학습할 수 있다.

조표는 C장조의 무조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C단조 음계와 온음, 반음 진

행이 교대로 나타나고 임시표가 많아 조성의 성격이 불분명하다.(<악보

38> 참고) 이 같은 요소는 민속 음악의 특징 중 하나로 하차투리안은 그

의 작품에서 아르메니아 민속 선율42)과 서양 음악의 온음과 반음 진행을

조화롭게 잘 구사하였다. <악보 39>는 아르메니아 민속 음악의 기초 선법

이고, <악보 40>은 온음과 반음이 혼합하여 쓰인 옥타토닉 음계(Octatonic

Scale)43)이다.

42) 아르메니아의 민속 선법은 4음음계(Tetra chords) 단위로 쪼개어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음으로부터 네 번째 음은 F가 되고, D음으로부터의 네 번째

음은 G가 된다. 만약 시작음이 F음부터이면 네 번째 음은 완전4도 위인 B♭이

된다.

43) 온음과 반음이 교대로 구성된 음계이다. 시작 음계가 반음이 먼저 올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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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 하차투리안 ‘분주한 이반’ 마디 1-8 선율의 진행

<악보 39> 아르메니아 민속 음악의 기초 선법44)

<악보 40> 옥타토닉 음계(Octatonic Scale)

a. C-반음이 먼저 시작된 예

고, 온음이 먼저 올 수도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Octatonic_scale [2020. 3. 22 접속].

44) 김경숙, “A. I. Khachaturian 피아노 토카타에 관한 연구: 아르메니아 민속선

법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7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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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온음이 먼저 시작된 예

이 곡은 오른손과 왼손이 교대로 진행되는 형태로 양손이 번갈아 나오면

서 양손의 협응력을 학습하기 좋다. 마디 1에서의 연습은 왼손의 둘째 박,

넷째 박의 E♭음은 생략하고, 오른손의 G음과 왼손의 E♭-C 음까지만 연

결하여 왼손의 부담을 덜어주는 연습을 해준다. 마디 2-12까지 동일한 패

턴임으로 똑같이 적용해서 연습한다. 나중에 연주할 때는 E♭음은 살짝 붙

여 양손의 밸런스를 맞추도록 한다.

이 곡의 아티큘레이션은 스타카토가 주를 이룬다. A부분의 스타카토가

기본적으로 선율임을 인식하기 위해 반대 아티큘레이션인 레가토로도 연습

해본다. 또 오른손의 같은 G음을 연주하는 마디 2의 첫 번째 음까지 한 그

룹으로, 반음계로 처리하는 부분을 다시 그룹으로 묶어 연습해 본다.<악보

41>

<악보 41> 하차투리안 ‘분주한 이반’ 마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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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의 첫 번째 음만 따로 떼어 뼈대를 살펴보면, 반음 진행으로 이루어

짐을 알 수 있다. 왼손의 지시어는 ‘sempre staccato e senza pedal’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페달을 쓰지 않고, 스타카토로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

칙이나, 편집자의 해석에 따라 페달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디 13부터 진행되는 경과구 부분에서는 양손이 교대로 진행되는 형태

가 앞의 마디들과 다르게 불규칙적인 리듬과 약박에 나오는 리드믹 악센트

(rhythmic accent)로 인해 강박의 느낌이 흔들리는 부분이다. 또한 왼손은

반음과 온음진행으로 섞여있어 예측할 수 있는 진행이 아니기 때문에 연주

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마디 13-15의 오른손 화음의 가운데 음을 생

략하고 먼저 외성만 짚어봄으로써 오른손의 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포지

션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또 오른손 화음마다 sf가 나오는데, 두 번째 sf

의 위치 때문에 연주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화음의 sf는 생략

하고, 두 번째 화음에만 sf를 넣어본 다음 강박에도 넣어보는 순서로 연습

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이 부분은 오른손 화음이 불규칙적인 박에 나오기

때문에 양손을 맞추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4박자 시스템이지만, <악보

42>와 같이 리듬을 세 개씩 쪼개어 리그루핑하면 동일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연주할 때에는 왼손을 포르테 음향으로 생각하고, 왼손

의 흐름에 귀를 집중해서 논 레가토로 치도록 한다. 마디 15의 왼손은 손

가락 포지션이 바뀌는 대로 나누어 연습한다.45) 리그루핑 연습은 복잡한

패시지를 단순하게 인식시킴으로써 기술적인(technical)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46)<악보 42>

45) 시모어 번스타인(Seymour Bernstein) / 백낙정 역, 『자기발견을 향한 피아노

연습』 (서울: 음악춘추사, 2009), 219-222.

46) Berenson et al, A Symposium for P ianist and Teachers: Strategi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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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 하차투리안 ‘분주한 이반’ 마디 13-16

마디 18-19는 오른손이 진행되는 선율의 음정이 일정하지 않은 두 음

슬러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해 보인다. 악보에 표기된 두 음 슬러로만 연습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음끼리 묶어서 연습한다. 이 부분 역시 왼손에 더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왼손 선율은 4/4/3개씩 나누어 연습한다.<악보

43>

<악보 43> 하차투리안 ‘분주한 이반’ 마디 17-20

마디 22부터는 A1부분과 패턴은 같으나 조성이 f단조의 성격을 가진 A2

가 나온다. 마디 30-35 왼손의 패턴은 마디 9와 같으나, 2분음표로 진행되

Develop the M ind and Body for Optimal Performance, 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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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오른손의 리듬이 4분음표로 쪼개지며 두 마디씩 반복되는 패턴을 보

인다. 양손 연습은 앞의 마디 1과 똑같이 왼손 부분의 둘째, 넷째 박의 마

지막 음은 생략하고 연습한다.<악보 44>

<악보 44> 하차투리안 ‘분주한 이반’ 마디 29-32

B의 마디 39-48은 다소 난해한 화성의 진행으로 음악적 긴장감이 나타

나는 부분이다. 또한 양손이 겹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

지만 분석해보면 왼손은 동일하게 F음을 연타하며, 오른손 위의 성부는 상

행, 아래 성부는 하행으로 각각 반음씩 진행되면서 두 성부가 반진행의 형

태로 확장됨을 알 수 있다. 또 이 네 마디는 그 다음 프레이즈에서 동일하

게 반복된다. 이 부분을 연습할 때에는 오른손의 상성부만 따로 이어서 쳐

보고 아래 성부도 따로 쳐보는 연습으로 진행 방향을 정확히 파악한다. 양

손의 연습은 오른손 화음과 왼손 첫 음만 치는 분할 연습을 넣어주도록 한

다. 또한 왼손의 F음이 연속으로 4번 이상 터치하는 부분은 점점 커진다는

느낌을 가지고 연주하도록 한다.<악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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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하차투리안 ‘분주한 이반’ 마디 39-42

10마디에 걸쳐 진행되는 코다는 두드리는 타악기 같은 토카타적인 성격

이 다분히 보인다. 마디 67-71의 오른손은 C♭-D♭으로 구성된 장2도 화

음을 연속적으로 치고 있으며, 왼손은 온음과 반음으로 진행된다. 왼손은

먼저 <악보 46>에 제시된 대로 쪼개어 연습하도록 한다. 양손이 번갈아가

며 C-G, G-C를 연주하는 마디 72-73은 왼손에 더 집중함으로써 양손의

밸런스를 맞추도록 한다.47)<악보 46>

<악보 46> 하차투리안 ‘분주한 이반’ 마디 65-72

47) 조셉 레빈(Josef Lhevinne) / 정진우·이영인 역, 『피아노 주법의 기초』 (서

울: 음악춘추사, 2006),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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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여인의 수다

(Two Ladies Gossiping from Children's Album Vol. II, No. 6)

① 개요

하차투리안은 《어린이를 위한 앨범1》에 이어 《어린이를 위한 앨범2》

(Children's Album, Vol. II)에 들어갈 10곡을 1964년에 작곡하였다. 《어린

이를 위한 앨범2》는 전작인 1권에 비해 덜 알려져 있지만, 곡의 수준은

더 높다고 평가된다.48)

본 장에서 다룰 <두 여인의 수다>(Two Ladies Gossiping)는 이 2권 앨

범에 6번째로 수록되어 있는 곡이다. 이 곡은 대부분 스타카토로 이루어졌

고 주로 8분음표로 이루어진 음형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건반을 연속적으

로 두드리는 타악기적인 처리로 ‘토카타’ 스타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차투리안은 ‘두 여인’이 대화하는 모습을 오른손 성부와 왼손 성부로

각각 나누어 재치 있게 묘사하였다. 이 곡은 러시아의 무소르그스키

(Modest Mussorgsky, 1839-1881)가 작곡한 《전람회의 그림》(P ictures

at an Exhibition) 중 제7곡인 <리모쥬 시장 풍경>(The Market Limoges)

에 나오는 여인들의 시끌벅적하고 요란한 수다를 연상시킨다.

하차투리안은 고국 아르메니아의 민속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작곡가이

다. 이 곡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온음과 반음의 진행, 옥타토닉 음계의 사

용, 불규칙한 악센트와 헤미올라 등 민속풍의 요소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48) Magrath, The P 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 and Performance

Literature,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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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에서는 탄력 있는 손목 스타카토 터치와 오른손 16분음표의 빠른

패시지 처리, 음형들 사이의 대조되는 다이내믹과 뉘앙스 등을 배울 수 있

다.

머그라는 이 곡을 《어린이를 위한 앨범 2권》중에서 난이도 면에서는

어려운 작품 중에 속하지만 이 앨범을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49)

머그라는 이 곡의 난이도를 8로 설정했다.

② 곡의 분석 및 연습 방법 제언

<표 16> ‘두 여인의 수다’의 구성

박자 4/4, 3/4

조성 C minor / 조성 불분명

빠르기 Vivo

형식
A1(1-18) A2(19-27) B(28-40)

경과구(41-44) A1(45-59) coda(60-64)

머그라에 의한 난이도 Level 8

20세기적 특징
민속적인 선율, 타악기적 주법, 옥타토닉 음계,

리드믹 악센트에 의한 복합리듬 효과

곡 전체에 등장하는 스타카토는 연주자에게 부담이 되는 요소이다. 탄력

적인 스타카토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손목과 팔은 항상 릴렉스(relax) 된 상

태여야 하며, 터치할 때는 손목의 탄성을 이용해야 한다. 이 스타카토 터치

49) Magrath, Ibid.,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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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먼저 큰 동작으로 천천히 연습한 후, 점차 작은 동작으로 빠르게 연습

하도록 한다. 또한 스타카토로만 연습할 경우 프레이즈 진행을 듣기 어려

울 수 있기 때문에 레가토로도 연습하면서 수평적 진행을 파악해 볼 필요

가 있다.

화성적으로는 화성 단음계와 선법, 불특정한 온음과 반음 진행을 사용하

며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로 진행하였다. 마디 1-6은 C단조의 화성 단음계

(harmonic scale)를 사용하였고, 이 후 마디 8-9는 B♭프리지안 선법 진행

을 잠깐 보이다가<악보 47>, 마디 10-14에서 다시 C단조 음계의 진행을

보인다. 이 후 반음과 온음 진행을 섞어 사용함으로써 이국적인 성격을 갖

게 하였다.

<악보 47> C단조 화성 단음계와 B♭프리지안 선법

마디 5-6의 리그루핑은 반복하는 G음끼리 묶어주고, 빠른 16분음표가

나오는 패시지는 정박에 맞춰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악보 48>에 제시된

대로 묶어 연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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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8> 하차투리안 ‘두 여인의 수다’ 마디 5-7

마디 8-11의 오른손과 왼손 성부의 뼈대를 분석해 보면, 하행하는 B♭프

리지안 선법과 C단조의 화성 단음계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마디 12-14도

왼손의 화음이 단7도로 일정하게 반음계로 하행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 부분은 양손의 조절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오른손 첫 음과 왼손의 두 음까지만 묶고, 오른손의 나머지 한 음은 생략

함으로써 손의 부담을 줄여 연습한다.<악보 49>

<악보 49> 하차투리안 ‘두 여인의 수다’ 마디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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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5-16은 리드믹 악센트로 인해 왼손의 강박으로부터 비켜난 일종

의 싱커페이션이 형성되었다. 헤미올라 효과를 갖는 복합 리듬(poly

rhythm)이 생겼으며, 이는 민속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악보

50>

<악보 50> 하차투리안 ‘두 여인의 수다’ 마디 15-17

마디 22-27의 선율은 E도리안 선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복잡해 보이

는 왼손은 세 개의 같은 패턴으로 묶어보면 독보가 훨씬 수월해진다. 마디

24, 27은 불규칙 악센트로 인해 3-3-2의 리듬 패턴이 등장한다.<악보 51>

<악보 51> E도리안 선법과 하차투리안 ‘두 여인의 수다’ 마디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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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A의 소재를 사용한 끊임없이

움직이는 토카타적인 부분과(마디 28-34), A와는 다르게 코드의 형태가 보

이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키며 정리해주는 부분(마디 35-40)이다.

마디 28-29는 f와 p의 대조가 뚜렷하게 보인다. 이 때 제시된 다이내믹

외에도 반대로도 연습함으로써 소리의 대조를 느껴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다. 연주시 f는 한 음 한 음마다 무게를 떨어뜨리고, p의 스타카토는 건반

의 가까운 곳에서 예민하게 터치한다. 마디 32-34에 쓰인 음계는 반음과

온음을 번갈아가며 사용한 옥타토닉 음계이다. 오른손은 악센트가 있는 세

개 음의 패턴대로 묶어서 연습한다.<악보 52>

<악보 52> 하차투리안 ‘두 여인의 수다’ 마디 32-34와 옥타토닉 음계

마디 35-39는 분주했던 A의 움직임과 다르게 코드의 형태가 처음 등장

하며 멈춤으로써 정돈된 느낌을 준다. 이 때 사용된 코드를 분석해보면 두

가지 코드를 축으로 다이내믹의 대조와 변박을 이용하여 변화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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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의 절정 부분으로 다이내믹도 그 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ff가 사용되었

다. 이 부분을 풍성한 소리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어깨를 이완시키고 손목

의 탄성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어택(attack)해야 한다. 처음 4분음표 화음

을 연습할 때에는 음표의 길이에 연연하지 않고 꽉 찬 소리로 연습한다.

연주시에는 2분음표와 같은 악센트 표시이지만,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너

무 무겁지 않게 처리한다. 마디 37-38에 나오는 p는 반대인 f로 바꿔서도

연습한다. 그리고 연주할 때에는 마디 37에서 반복하는 F#m7(♭5) 코드가

p부터 시작하여 점점 커지는 cresc.의 느낌을 가지고 연주한다. 또 마디

38, 39, 40의 각 마디의 마지막 박에 나오는 F#m7(♭5) 코드를 중심축으로

악센트도 단계적으로 점점 커지도록 처리한다.<악보 53>

<악보 53> 하차투리안 ‘두 여인의 수다’ 마디 35-40

코다 부분의 마디 60-61은 왼손 D음에 더 집중하여 양손의 균형을 맞춘

다. 마디 62-63에서 사용한 화음을 분석해보면 c m; vm7♭5 – V7 –

VM7로 C단조의 V도 화성의 구성음이 다양하게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마

지막 마디 64는 아티큘레이션이 특별히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곡의 흐

름상 마디 63의 휘몰아치는 종지의 느낌을 더 살리기 위해 2분음표와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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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표를 슬러로 연결해주고, 마지막 4분음표는 스타카토로 짧게 연주할 것

을 제언한다.<악보 54>

<악보 54> 하차투리안 ‘두 여인의 수다’ 마디 59-64

(4) 소나티나 1악장 (Op. 93, 1
st
mov.)

① 개요

1959년에 작곡된 하차투리안의 《소나티나》(Sonatina, Op. 93)는 토카타

풍으로 조성되는 화려한 음색과 리드미컬한 세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었다.

하차투리안은 그의 작품에 고국 아르메니아의 민속적인 요소와 러시아의

사회주의 이념을 잘 결합하여 반영한 작곡가였다. 《소나티나》 역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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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하는 교육용 작품으로 아르메니아의 선법과 민속 악기, 변박과 불

규칙 리듬 등의 민속적인 요소와 병행 옥타브의 긴 행렬과 절도 있는 리듬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20세기 전반 러시아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했다.

‘1악장’은 민첩한 손가락의 움직임과 흔들리지 않는 엄격한 리듬감을 요

구하는 흥미로운 악장이다.50) 이 소나티나 1악장은 크게 A-B-A의 3부분

형식으로 구분된다. A의 왼손은 주로 옥타브 8도 음정으로 펼침 화음과 모

음 화음 형태의 행렬로 씩씩하고 강렬한 느낌을 준다. A에는 뚜렷하게 대

조되는 제1주제와 제2주제는 등장하지 않으며, B에는 A의 리듬과 대조되

는 칸타빌레 선율이 등장한다.

1악장은 박자의 변화가 많은 3악장과는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4/4박자로

일관된다. 하지만 3-3-2의 불규칙 리듬을 사용하여 4/4박자의 고정 박 틀

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선율의 전개도 온음과 반음 진행의 잦은

교대로 특정한 조성으로 정의할 수 없고, 이로 인한 모호한 화성은 민속적

인 요소를 강화해준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 볼 때, 하차투리안 소나티나 1악장의 경향은

3부 형식의 ‘소나티나’로 아르메니아의 민속적인 요소가 들어간 신고전주의

스타일이다.

힌슨은 하차투리안의 소나티나 난이도를 ‘조금 어려움’ (Moderately-Diffi

-cult)으로 분류하였고, 머그라는 1악장의 난이도를 7로 설정했다.

50) Magrath, The P 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 and Performance

Literature,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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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곡의 분석 및 연습 방법 제언

<표 17> ‘소나티나 1악장, Op. 93’의 구성

박자 4/4

조성 C Major

빠르기 Allegro giocoso

형식
A1(1-11), A2(13-30) B(31-50)

A1(51-61) A2(62-73) coda(74-75)

머그라에 의한 난이도 Level 7

20세기적 특징
민속적인 선율, 온음과 반음의 자유로운 진행,

불규칙 리듬 패턴, 복합리듬

마디 1의 모티브는 3악장의 코다에 다시 등장하며 소나티나 전체의 유기

적인 통일성을 보여준다.

A에 나타나는 리듬의 진행 형태는 크게 두 가지이다. 각 리듬들이 4/4박

자의 기본 박에 충실한 형태로, 이때 왼손은 주로 옥타브의 모음 화음과

펼침 화음으로 진행된다. 또 다른 형태는 마디 11에서 보여 지듯이 3-3-2

의 불규칙한 리듬의 사용으로 기본 박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다.

먼저 A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왼손 옥타브 형태를 분석해 보면, 오

른손의 선율이 순차진행 할 때는 펼침 화음으로, 오른손 선율이 도약 진행

할 때는 모음 화음으로 사용되었다. 마디 1-9의 왼손은 순차적으로 진행하

는 스케일 형태로, C장조 조성 안에서 C장조 스케일과 반음계로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특히 마디 1-2에서 보이는 4음음계 진행 후 바로 반음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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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아르메니아의 민속 선율에서 많이 보이는 진행이다.51) 옥타브의 펼침

화음은 먼저 모음 화음으로 연습하며 손의 포지션을 파악하고, 수평적 흐

름을 살펴본다. 이 때 올라가는 패턴과 내려오는 패턴을 구분지어 연습한

다. 이 후, 옥타브의 펼침 화음으로 칠 때는 <악보 55>에 제시한 것처럼 7

도 간격인 1-5번 손가락(C-D, D-E, E-F etc.)으로 묶어서 연습한다. 옥타

브를 분산 형태로 연주할 때는 5번 손가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손목회전

(rotation)동작을 수반하여 연주한다. 회전동작은 앞 팔이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회전하는 것으로 이런 로테이션 동작은 손가락에 스피드와 힘을 더

하도록 도와준다.52)

A1에 나오는 오른손 16분음표 패시지들은 먼저 <악보 55>처럼 리그루

핑하여 각 박의 첫 음을 강박이 아닌 도착음으로 생각하고 연습한다. 또한

아티큘레이션은 이음줄로 표시되어 있지만, 레가토로 연결하지 않고 논 레

가토로 편안하게 터치한다.

<악보 55> 하차투리안 ‘소나티나 1악장’ 마디 1-3

51) 김경숙, “A. I. Khachaturian 피아노 토카타에 관한 연구: 아르메니아 민속선

법을 중심으로,”, 17-18.

52) Sandor. 『온 피아노 플레잉』, 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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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5-6의 오른손 패시지는 동일한 패턴으로 동형 진행을 보여주며,

C-B♭-A를 중심축으로 순차 하행 진행한다. 마디 7의 오른손 16분음표

패시지는 C#을 제외한, 내려오고 올라가는 음형을 묶어보면 동일한 패턴임

을 알 수 있다. 마디 8의 오른손 8분음표 패시지는 바로 앞마디의 리듬이

확장된 형태이다.<악보 56>

<악보 56> 하차투리안 ‘소나티나 1악장’ 마디 5-8

마디 10-11은 경과구로 양손이 동일한 리듬으로 서로 주고받으며, 마디

11은 D음부터 옥타브 위의 D까지 양손이 번갈아 가며 연주하는 C장조 스

케일로 그 다음 마디의 E음으로 연결된다. 이 부분은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부분에 왼손이 3-3-2 단위에 악센트를 주는 불규칙한 리듬을 사용함으로

써 기본 리듬의 틀에 변화를 주었다.<악보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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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7> 하차투리안 ‘소나티나 1악장’ 마디 10-11

마디 16-18의 왼손에 진행되는 긴 옥타브 행렬은, 부점 리듬을 자주 사

용해서 행진곡의 느낌이 났던 카발레프스키와는 다르게 화려한 음색의 금

관 악기가 연상되는 절도 있는 행진 느낌이 난다.

먼저 옥타브 패시지는 충분히 큰 소리로 건반 바닥까지 깊게 눌러 연습

한다. 그 후에는 모든 옥타브에 똑같은 무게를 주며, 일정한 다이내믹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향점(focal point)을 설정해 무게를 조절하며 처리

한다. 즉, 마디 16은 가볍게 시작하고, 마디 16의 후반과 마디 17의 초반에

만 무게를 떨어뜨려 음량을 증가시키며, 그 후에는 다시 가볍게 터치하여

음량을 줄여준다. 또한 옥타브 패시지를 연주할 때 주의할 것은 옥타브의

분산 형태는 5번 손가락에 무게 중심이 가지만, 옥타브의 모음 화음은 1번

손가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 마디 16-19의 오른

손 패시지는 동형 진행을 보이며, 각 마디 첫 박의 뼈대를 분석해 보면, 하

행 진행하고 있다.<악보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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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8> 하차투리안 ‘소나티나 1악장’ 마디16-19

마디 20-23은 3-3-2 패턴의 불규칙한 리듬이 사용되었다. 오른손은 계속

동일한 3-3-2의 특정 리듬 패턴을 보이지만, 왼손은 4/4박자 패턴의 알베

르티 베이스에서 4분쉼표와 8분쉼표를 사용하며 불규칙 리듬을 강조하였

다. 즉, 마디 20-21은 오른손 3-3-2 리듬 패턴과 왼손 4-4 리듬 형태로, 불

규칙 분할로 인한 복합 리듬이 형성되었고, 마디 22-23은 왼손의 리듬 위

치로 인해 오른손과 동일한 3-3-2의 불규칙 리듬 패턴이 나타났다.<악보

59> 마디 22-23의 3도 겹음은 마디 24의 왼손 옥타브의 모음 화음 행렬과

내용상으로 연계되는 것이다.

<악보 59> 하차투리안 ‘소나티나 1악장’ 마디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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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역동적인 A와 대비되는 섹션으로 선율적이며, 임시표의 잦은 사용

으로 짜임새(texture)도 복잡해 보이는 부분이다. 흥미로운 점은 B부분의

선율 진행과 양손의 구조가 《어린이를 위한 앨범 2》(Children’s Album

Volume 2)에 수록된 <두 여인의 수다>(Two Ladies Gossiping)와 매우

흡사하다.<악보 60>

<악보 60> 하차투리안 ‘두 여인의 수다’ 마디 8-11

먼저 점 4분음표와 8분음표를 각각 따로 떼어 아웃 라인을 먼저 살펴보

면, D#프리지안 선법을 기초로 한 하행 진행임을 알 수 있다.<악보 61>

<악보 61> D# 프리지안 선법

또한 점 4분음표에서 8분음표 패턴이 부분적으로는 상행하지만, 전체적

인 진행은 하행하고 있는 이중적 장치도 숨어있다. 이 부분은 내려오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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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 패턴끼리 묶어 연습하면 훨씬 원활하게 내려올 수 있다.

왼손 8분음표의 분산 화음도 먼저 모음 화음으로 연습하며, 손의 포지션

과 수직적인 화성, 선율의 수평적 진행을 모두 파악한다. 마디 33, 37-38의

왼손도 임시표의 사용이 많아 짜임새가 복잡해보이지만, 같은 패턴과 움직

임이 일관된 포지션끼리 리그루핑하면 이 패시지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

마디 36, 40, 42에서는 3-3-2의 패턴의 불규칙 리듬이 나온다. 이 부분은

<악보 62>에서 제시한 대로 강박 부분을 도착점으로 생각하고 연습한다.

<악보 62> 하차투리안 ‘소나티나 1악장’ 마디 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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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43부터는 G#부터 하행 진행되는 새로운 음형으로 보이나, 마디 44

마디의 세 번째 박부터 마디 47의 둘째 박까지 쓰인 선율과 음형은 앞의

마디 31-33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 후 마디 47의 셋째 박부터 진

행되는 경과구는 각각의 음정이 단2도, 단3도, 완전4도로 일정한 간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후 마디 50에서 3-3-2의 불규칙한 리듬 형태로 D부터

시작하는 C장조 스케일로 진행하며 다시 A로 들어간다.<악보 63>

<악보 63> 하차투리안 ‘소나티나 1악장’ 마디 47-49

다시 반복되는 A는 음형이나 선율이 바뀌지 않는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

며, 끝에 짧은 코다로 마친다. 코다는 C장조의 I도의 장7화음을 사용해 불

협화적으로 마친다. <악보 64>

<악보 64> 하차투리안 ‘소나티나 1악장’ 마디 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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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악장은 경과구를 제외하고 비교적 네 마디 단위의 프레이즈로 일정하

다. 한 프레이즈를 끌고 갈 때 시작 부분보다 후반부가 허술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셋째, 넷째 마디에 역점을 두고 연습하는 것도

좋다. 혹은 둘째와 넷째 마디를 강조하며 연습하면 모든 마디가 고르게 인

식될 것이다.

(5) 소나티나 3악장 (Sonatina Op. 93, 3
rd
mov.)

① 개요

하차투리안의 소나티나 3악장은 세 개의 악장 중 가장 난이도가 높으며,

규모도 가장 크다. 또 박자의 변화가 자주 일어나 흔들리지 않는 리듬 조

절이 요구되는 악장이기도 하다. 또한 건반을 타악기처럼 두드리는 토카타

풍과 하프를 연상케 하는 16분음표의 빠른 패시지와 코드로 진행되는 민속

풍의 선율 등의 특징을 가진다.

이 곡은 양손이 주고받으며 연결되는 음형들이 많아 양손의 협동 조절력

을 배우기 좋으며, 변박과 당김음, 불규칙한 리듬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리듬의 정확한 분할 연습으로도 학습하기 좋은 곡이다.

이 소나티나 3악장은 론도 형식을 사용하였지만,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자유로운 리듬의 변화, 온음과 반음 진행을 조화롭게 사용한 민속

적 선율 진행 등의 요소가 어우러져 20세기 전반부 음악 경향 중 신고전주

의와 민족주의 어법이 함께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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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라는 3악장의 난이도를 9로 설정했다.

② 곡의 분석 및 연습 방법 제언

<표 18> ‘소나티나 3악장, Op. 93’의 구성

박자 4/4, 3/4, 3/8, 6/8, 6/4, 2/4

조성 C Major / 조성 불분명

빠르기 Allegro mosso

형식

A1(1-14) 경과구(15-20) A2(21-33)

경과구(34-39) B(40-67) 경과구(68-75)

A1’(76-84) A3(85-109) 경과구(110-113)

C(114-125) A4(126-142) coda(143-152)

머그라에 의한 난이도 Level 9

20세기적 특징 잦은 변박, 민속적인 선율

대부분 단선율 음형으로 이루어진 이 곡은 시각적으로 확연한 대비나 변

화를 가늠하기 힘들다. 그러나 유사한 진행패턴 가운데 보이는 다이내믹

변화 및 변박 리듬, 양손 역할의 변동, 터치의 편차 등 곡을 입체적으로 만

드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 시각보다는 청각적 집중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A1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왼손이 주된 선율을 연주하고, 오

른손은 일정하게 16분음표로 반주 역할을 하는 부분(마디 1-7)과, 양손이

16분음표 패시지를 번갈아가며 연주하여 하프를 연상시키는 부분(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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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으로 나눌 수 있다.

마디 1에서 제시된 ‘마르카토’(marcato)는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 한 음 한 음 끊어서 연주하는 것과

(2) 어떤 음이나 코드, 패시지들을 주변의 음들보다 또렷하게 치라는 두 가

지 의미를 가진다.53) 이 악장의 처음에 제시된 ‘마르카토’는 왼손에 적용되

는 용어로 왼손을 오른손보다 더 또렷하게 연주하라는 두 번째 의미로 해

석한다. 오른손의 짧은 이음줄은 레가토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하나의

그룹으로 여기며, 왼손이 주요 멜로디지만, 오른손 분산음도 먼저 큰 소리

로 연습한 다음 가볍게 만든다. 또한 오른손 16분음표의 마지막 음을 생략

하고 왼손과 오른손의 앞의 두 음 E와 G음까지만 묶어 연습한다. 이는 부

담은 줄이면서 화음 형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연습이다.<악보 65>

<악보 65> 하차투리안 ‘소나티나 3악장’ 마디 1-2

마디 5의 왼손 세 번째 박에 등장하는 8분쉼표는 쉼표로 인해 생긴 싱커

페이션을 경험시키는 것이다. 마디 6-7은 3/4박자로 박절악센트(metric

accent)가 변하는 부분이다.<악보 66>

53) https://en.wikipedia.org/wiki/Marcato [2020. 3. 28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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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6> 하차투리안 ‘소나티나 3악장’ 마디 5-6

마디 8부터 진행되는 16분음표 패시지들은 하프를 연상시키며, 양손이

하나의 라인이 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이 부분은 먼저 모음 화음으로 연습

하여 포지션과 화성의 진행을 파악한다. 그 다음은 (1) 엄지를 세게 치지하

지 않도록 1번 손가락을 도착점으로 생각하고, 오른손의 엄지가 나오는 부

분까지만 묶어서 연습 (2) 올라가는 패턴과 내려오는 패턴끼리 묶어서 연

습한다. 마디 9, 11의 셋째, 넷째 박에 나오는 8분음표는 첫째, 둘째 박의

16분음표 패시지들의 음가가 길어진 것이다. 이는 빨라질 수 있는 패시지

들을 한 번씩 멈춰줌으로써 두 마디 단위의 프레이즈를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악보 67>

<악보 67> 하차투리안 ‘소나티나 3악장’ 마디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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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5-17에 나오는 음형과 리듬은 바로 전 마디의 마지막 세 음에서

가져왔다. 마디 15에서 제시한 ‘마르카토’는 한 음 한 음 끊어서 명확하게

연주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마디 18의 오른손 마지막 세 음 G-F-E는 그

다음 마디 19 왼손의 첫 음 D로 연결된다. 마디 19-20을 분석해보면 왼손

의 강박에 있는 음들을 중심으로 양손이 C장조 음계로 상행한다. 왼손도 5

도-6도-7도-8도로 확장하며 다이내믹도 p에서 점점 커져 마디 21의 f를 준

비시킨다.<악보 68>

<악보 68> 하차투리안 ‘소나티나 3악장’ 마디 15-20

B로 가기 전 경과구인 마디 34부터는 왼손의 리듬이 앞의 A와는 다른

형태로 전개된다. 왼손에 집중해서 곡을 이끌어나가야 효과적이며, 마디 37

왼손은 앞의 두 마디와는 다른 것을 인지하고 8분쉼표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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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시작되는 마디 40부터는 당김음 리듬의 사용과 왼손은 반음의 하행

진행, 오른손은 반음 간격으로 상행한다.<악보 69>

<악보 69> 하차투리안 ‘소나티나 3악장’ 마디 40-43

마디 40의 다이내믹은 sub. p지만, 연습할 때에는 풍성한 소리로도 쳐본

다. 마디 46부터는 코드의 선율적 진행이 보인다. 앞의 A는 역동적이고, 움

직임이 계속되는 춤이라면, B는 호흡이 느려진, 아르메니아의 동양적인 색

채감을 느낄 수 있는 선율 진행이 뚜렷한 노래라고 볼 수 있다. 왼손은 탄

력 있는 당김음 리듬 형태로 동일한 음이 반복되며, 화음의 위 성부들은

반음과 온음 간격으로 움직이고, 감(diminish)화음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화

성의 긴장감이 극대화 되었다. 마디 46부터 53까지는 프레이즈의 단위를

네 마디로 나누고, 마디 54-58은 다섯 마디 단위로 끊어 생각한다. B부분

의 오른손 3화음을 연습할 때에는 외성만 먼저 따로 떼어 봄으로 손목의

부담을 줄이고, 나중에 가운데 음은 가볍게 얹어서 치도록 한다. 또 소프라

노 성부의 진행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위 성부만 따로 떼어서도 연습한다.

<악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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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0> 하차투리안 ‘소나티나 3악장’ 마디 46-49

마디 68-73은 양손이 완전4도, 완전5도 음정으로 진행하여 민요풍 유사

유니슨의 색채를 갖는다. 마디 68부터 71은 다소 복잡하고 난해하게 보이

는 패시지이나 단순화시켜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단 이 네 마디는

마디 70의 첫 음을 기준으로 같은 패턴을 옥타브 위에서 반복했음을 인지

한다. 그 다음 연습단계는 (1) 같은 모양끼리 묶어 연습 (2) 올라가는 패턴

대로 그루핑 시켜 연습한다. 마디 72에 사용된 모티브도 앞의 마디 68에서

가지고 온 재료이다.<악보 71>

<악보 71> 하차투리안 ‘소나티나 3악장’ 마디 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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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76부터는 다시 A1에서 쓰였던 주요 패턴들이 반복되어 A1’가 된

다. 마디 94부터는 양손이 주고받는 16분음표의 패시지들이 마디 109까지

쉬지 않고 이어진다. 이 부분은 이 3악장의 절정지점(climax)인 C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 부분이다. 연속으로 같은 패턴이 길게 지속될 때에는 다소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 이 부분은 각 마디를 구성하고 있는 화성 위

주로 구획을 나누어 연습한다.(마디 94-96 / 97-98 / 99-100 / 101 /

102-103 / 104-106 / 107-109) 마디 107-109의 왼손 구성음은 마디 110의

왼손 첫 음인 E♭으로 가기 위해 반음으로 진행하고 있다.<악보 72>

<악보 72> 하차투리안 ‘소나티나 3악장’ 마디 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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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10-111은 A♭장조 음계가 사용되었으며, 이 A♭음은 마디 112-

123까지 오른손의 강박에 지속적으로 나온다. 계속해서 나오는 A♭음과 마

디 115부터 8마디 동안 지속적인 E음은 마치 종소리를 연상시킨다. 이는

하차투리안이 러시아에 정착 생활하면서 러시아 정교회의 영향을 받은 것

이라 사료된다.

마디 112-113의 왼손 옥타브 상행 진행은 3악장에서 처음 등장하며, 앞

으로 전진하는 느낌과 곡의 분위기를 강하게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한다.

왼손에 쓰인 음계는 아르메니아의 기초 음계를 변형한 형태이다. 이 옥타

브 행렬은 엄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이끌어 오고, 5번 손가락은 따라오는

느낌으로 연주한다. 이 때 세 음씩 나누어보면 세 음의 패턴이 한 구간을

제외하고, 반음-온음 패턴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악보 73>

<악보 73> 하차투리안 ‘소나티나 3악장’ 마디 112-113

마디 114-125는 C로 이 악장의 가장 절정 부분이다. 이 때 악보에는 따

로 다이내믹의 표시가 없지만, 각각의 다이내믹 구역(마디 114-117, mf /

118-121, f / 122-123, ff)을 정하여 점차 cresc.로 연주한다. 또한 오른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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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음은 점점 반음으로 하행 진행되어 첫 음 A♭과의 음정 간격이 점점

확장된다. 왼손의 둘째 박의 첫 음 또한 반음계로 하행 진행한다. 양손이

서로 주고받는 이 부분은 처음 4개의 음만 따로 떼서 연습한다.<악보 74>

<악보 74> 하차투리안 ‘소나티나 3악장’ 마디 114-121

코다가 시작되는 마디 143의 모티브는 1악장의 주제에서 가져왔다. 마디

143-146의 왼손 옥타브 진행을 분석해 보면 4음음계와 반음계가 사용되었

다. 이 역시 아르메니아의 민속 선율 특징이 보이는 부분이다.54)<악보 75>

54) 김경숙, “A. I. Khachaturian 피아노 토카타에 관한 연구: 아르메니아 민속선

법을 중심으로,”,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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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5> 하차투리안 ‘소나티나 3악장’ 마디 143-144

마디 148은 앞마디의 펼침 화음이다. 마디 147부터는 다이내믹이 fff로 강

하게 연주해야 하는 부분이다. 큰 다이내믹으로 화음을 연주할 때에도 손

목은 항상 유연한 상태여야 한다. 팔과 몸의 무게를 조절하여 한 음 한 음

마다 무게를 떨어뜨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마디 150-151의 왼손 옥타브 진

행도 하차투리안이 즐겨 쓰는 반음 진행을 보인다. 왼손의 반음 진행에 더

귀를 기울여 연주하도록 한다.<악보 76>

<악보 76> 하차투리안 ‘소나티나 3악장’ 마디 14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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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길록

(1) 작곡가 소개

길록(William Gillock, 1917-1993)은 미국에서 활동한 작곡가이자 음악

교육자로 어린이를 위한 피아노 작품을 주로 작곡하였다. 길록은 대학교에

서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 체계적인 음악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음악 관련

강의들을 통해 만난 스승 라이트(Nannie Louise Wright, 1879-1958)에게

연주와 작곡에 관한 전반적인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55)

길록은 어린이를 위한 흥미로운 솔로곡과 앙상블 작품을 학습 수준별로

작곡하였고, 그의 음악은 매우 선율적이기 때문에 ‘어린이 음악계의 슈베르

트’라고 불렸다.56) 또한 그의 대표적인 작품집 《악센트 온 시리즈》

(Accent On Series, 1962-64)는 초급부터 중급에 이르는 각 레벨 별로 구

성된 시리즈이다. 특히 <악센트 온 리듬 앤 스타일>(Accent on Rhythm

& Style)에서는 바로크에서 현대까지 이르는 다양한 시대 스타일을 골고루

경험할 수 있어, 초 중급의 학습자들이 공부하기에 매우 유익한 레퍼토리

이다. 이 외에도 높이 평가 받는 작품으로는 《낭만 스타일 서정적 전주곡

집》(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1958), 《뉴 올리언스 재즈 스타

일》(New Orleans Jazz Styles, 1965)등이 있다.

길록의 음악은 양손이 교차되는 기법이 많고, 반복되는 선율은 다른 옥

55) 조연경. “중급 학습자를 위한 길록의 「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연구,”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20.

56) https://www.willispianomusic.com/about us/composers/William Gillock [2019.

12. 1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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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브에서 전개함으로 변화를 주었다. 그는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짜임새와

세련된 화성, 서정적인 멜로디를 사용하였다. 또한 템포에 있어서도 늘임표

와 루바토의 사용이 많아 보다 유연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음악적 공로를 인정받아 NFMC(National Federation of Music

Clubs)을 여러 차례 수상하였으며, 최근 들어 길록의 음악은 미국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괄목할만한 인기를 얻고 있다.

(2) 사육제의 무도회 (Carnival Ball from Classic Carnival III.)

① 곡의 개요

길록은 1960년에 《고전 카니발》(Classic Carnival)이라는 제목의 소나

티나를 작곡하였다. 길록의《고전 카니발》은 표제가 있는 소나티나

(Programmatic Sonatina)로서 총 세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악

장에는 1악장 <궁중 음악회>(Royal Concert ) , 2악장은 <예배 행

렬>(Religious Procession), 3악장은 <사육제의 무도회>(Carnival Ball)라

는 각각의 제목이 붙어있다.

길록은 20세기 작곡가이지만, 학습자들을 위해 바로크 스타일에서 20세

기 작품까지 골고루 작곡하였다. 본 장에서 분석할 <사육제의 무도회>는

음가와 리듬의 배열과 짜임새 등이 베토벤이 작곡한 두 개의 소나티나

(Anh. 5, No. 1 & 2)와 흡사한 어법을 보이며, 중급 학습자들이 고전 스타

일을 경험하기 좋은 곡이다. 또한 다양한 아티큘레이션과 대비되는 다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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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 각 성부에서 처리하는 보이싱(voicing)과 긴 패시지의 해결 등 교수법

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은 곡이다.

이 곡은 머그라의 문헌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그가 제시한 기준들에

의거하여 필자는 이 곡의 난이도를 6으로 설정하였다.57)

② 곡의 분석 및 연습 방법 제언

<표 19> ‘사육제의 무도회’의 구성

박자 2/4

조성 F Major

빠르기 Allegro

형식
A(1-10) B(11-22) A(23-30)

C(31-46) A(47-55) coda(56-62)

머그라에 의한 난이도 Level 6

20세기적 특징 없음(고전주의 스타일)

중급 고전 스타일에서 학습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멜로디와 반주의

관계, 즉, 양손의 밸런스와 동시에 화성의 구조와 진행에 대한 이해와 경험

을 심화시키는 일이다.58) 이 뿐 아니라 다양한 아티큘레이션과 대조되는

다이내믹도 습득해야 한다. 고전 스타일을 연주할 때에는 특히 아티큘레이

57) 머그라는 레벨 6에 해당되는 문헌을 ‘Clementi Sonatinas, Op.36; Burgüller 25

Progressive P ieces, Op. 100’으로 설정하였다.

58) 김순배, “중급에서 해야 할 일 2,” 『피아노 음악』 2월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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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의 처리가 중요하다. 좋은 스타카토는 고전 스타일을 칠 때에 확연히 드

러난다. 좋은 스타카토란 탄력적인 스타카토로 건반에 접근하는 어택

(attack)의 순간보다 건반에서 손가락을 떼어(release) 나오는 순간의 민첩

함이 더 필요하다.59)

이 곡은 고전 스타일에서 학습해야 할 것들을 충분히 함유한 곡으로 중

급 초기의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용 작품이다. 특히 소나티나 3악장으

로 쓰이는 론도 형식이기 때문에 A의 반복이 많아 독보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길록은 기존 작곡가의 스타일을 염두에 두고 많이 작곡했는데, 이 곡

에서도 역시 베토벤이 작곡한 두 개의 소나티나에서 사용한 음형과 리듬,

짜임새 등을 살펴볼 수 있다.<악보 77>

<악보 77> 베토벤 ‘소나티나 F장조 2악장’ 마디 1-4, 17-20

59) http://piano21c.net/zboard/view.php?id=rcnhyun8&page=1&sn1=&divpage=1&s

n=off&ss=on&sc=on&keyword=%BD%BA%C5%B8%C4%AB%C5%E4&select_arr

ange=headnum&desc=asc&no=376 [2020. 3. 2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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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A부분은 외성, 즉 오른손의 소프라노 성부와 왼손 베이스 성부만

따로 떼어 연습해봄으로써 음악의 흐름과 화성의 진행을 파악해본다. 또한

마디 3, 4의 내성 연습은 작게 연주해야 하는 엄지를 반대로 세게도 쳐 봄

으로써 터치와 소리의 대조를 느껴보는 것도 좋다. 연주할 때에는 엄지의

힘을 빼고, 가벼운 상태에서 건반에 살짝 얹는다는 느낌으로 터치한다.<악

보 78>

<악보 78> 길록 ‘사육제의 무도회’ 마디 1-4

또 마디 4의 마지막 음부터 마디 6까지는 두 음 슬러, 스타카토와 테누

토 등 다양한 아티큘레이션이 나온다. 화음들은 수직적으로 생각하고 두

개씩 묶어 그 부분만 집중해서 칠 수 있도록 하며, 나머지 홑음들은 가볍

게 처리해준다. 두 음 슬러를 처리할 때에는 첫 음에 무게를 떨어뜨리고

(drop), 마지막 음은 손목을 살짝 띄어준다(lift). 마디 7-8에 나오는 16분음

표의 복잡한 패시지는 손의 포지션이 바뀌는 패턴대로 리그루핑 시켜 연습

한다.<악보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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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9> 길록 ‘사육제의 무도회’ 마디 4-8

A가 리드미컬한 요소가 많았다면 B는 이와 대조적으로 두 마디 이상의

프레이즈로 인해 보다 선율적으로 흘러간다. 또한 멜로디와 반주의 관계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부분을 연습할 때에는 먼저 오른

손과 왼손의 뼈대를 찾아 따로 떼어 연습하고, 오른손의 선율은 올라가는

패턴과 내려오는 패턴을 구분하여 연습한다. 또한 선율선에 따라 다이내믹

도 cresc.와 dim.로 제시해 볼 수 있다.<악보 80>

<악보 80> 길록 ‘사육제의 무도회’ 마디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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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8-22는 A로 가기전의 경과구로 ♬♪모티브는 A부분 마디 1의 16

분음표의 첫 세 개의 음에서 나왔는데, 이는 모티브를 짧게 잘라서 사용하

는 베토벤이 사용하던 기법이 보인다. 경과구의 8분음표만 따로 떼어 보면

F장조의 V도인 C화음의 펼침 화음임을 알 수 있다.<악보 81>

<악보 81> 길록 ‘사육제의 무도회’ 마디 18-22

C부분은 D단조로 조성이 변하며, 리듬과 화성도 단호해진다. 마디 31-38

의 형태가 마디 39-46에서 다이내믹과 마무리 화성이 조금 변할 뿐, 한 옥

타브 위에서 동일하게 반복된다. 때문에 8마디씩 끊어서 독보하면 쉽게 접

근할 수 있다.

마디 32의 마지막 음부터-마디 33의 세 번째 음은 양손이 서로 연결된

움직임으로 처리한다. 또 마디 33부터 나오는 두 음 슬러의 형태를 살펴보

면, 슬러의 마지막 음이 4분음표로 더 길게 처리해야 한다. 또 슬러의 첫

음이 마디의 끝 음에 오고, 슬러의 마무리 음이 마디의 처음에 오면서 약

박이 강조되는 리듬의 불일치 현상이 일어난다. 이 부분의 두 음 슬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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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방법을 제시하면 (1) 상성부(top note)만 떼어서 연습, (2) 이음줄을 제

외하고, 코드만 알차게 치는 연습, (3) 두 음 슬러의 마지막 음인 강박부터

- 4분음표, 8분음표 순으로- 연습해 본다. 오른손 화음의 슬러를 연주 할

때에는 위 성부만 연결해 준다는 느낌으로 처리한다.<악보 82>

<악보 82> 길록 ‘사육제의 무도회’ 마디 32-36

코다는 A의 마디 1-2의 패턴이 음역대를 올라가면서 반복하고 있는 형

태이다. 지속적인 반복 패턴을 연주할 때에는 첫 두 마디만 신경 쓰는 것

이 아니라 마디 59의 끝부분까지 잘 처리 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마디 57의 cresc.가 실제적으로 커지는 부분은 다음 마디인 60부터 이루어

지도록 한다. 마디 60-61은 꾸밈음은 생략하고, 화음의 진행을 먼저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마디는 왼손이 연주하게 되어 있어 앞마디 61

의 왼손 리듬 처리가 급해질 수 있다. 필자는 소리와 리듬이 안정될 수 있

도록 오른손이 왼손을 넘어가(cross) 마지막 음을 처리할 것을 제언한다.

<악보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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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3> 길록 ‘사육제의 무도회’ 마디 55-62

4) 자코비

(1) 작곡가 소개

자코비(Russell Jacoby, 1955 - )60)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현존하는

작곡가이자 피아노교육자로 많은 실내악곡과 피아노 교육을 위한 중급부터

고급까지의 작품들로 명성을 얻었다.61)

그는 타워(Joan Tower, 1938- ), 알브라이트(William Albright,

60) 미국에서 활동하는 현존하는 작곡가로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

려웠다.

61) 『어드벤처 소나티나 1』 N. Faber R. Faber 편저 (서울: 뮤직트리, 2010),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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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1998), 모(Nicholas Maw, 1935-2009)에게 작곡을 배웠으며, 뉴욕 로

체스터 이스트만 학교와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피아노를 공부하였다.

그는 《피아노와 현악4중주를 위한 테네시 모음곡》(Tennessee Suite

for P iano and String Quarte t)으로 음악교사협회(Music Teachers

National Association)가 선정한 올해의 작곡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자코비

의 작품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그리고 전 세계 피아노 학습자들의 연주회에

서도 자주 등장한다.

그는 시대별 스타일을 공부할 수 있는 레퍼토리들을 한데 모아 엮기도

하였고, 카발레프스키 스타일에서 영향을 받은 교육용 작품들을 작곡하였

다. 그가 작곡한 작품 중 가장 각광받는 곡은 《A단조 소나티나》

(Sonatina in A minor)이다.

(2) A단조 소나티나 (Sonatina in A minor)

① 개요

이 작품의 제목은 ‘소나티나’이지만, 25마디의 짧은 단일 악장으로 구성

된 곡으로 소나타에서 사용한 형식으로 작곡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1악장

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 2악장의 A-B-A, 3악장의 론도

형식 중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제1주제와 제2주제가 뚜렷하게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에 ‘소나티나’라 명명한 제목과 실제 구조와 괴리감이

있다.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이 곡은 ‘소나티나’ 보다는 복잡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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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토카타, 즉, ‘토카티나’(Toccatina)에 가깝다.

또 이 곡에 나타나는 선법과 양손의 관계, 각 손에 쓰인 선율과 음형 등

의 작곡 기법은 카발레프스키의 《어린이를 위한 30개의 소품집》 (30

Pieces for Children, Op. 27) 중 12번 <토카티나>(Toccatina)와 18번 <소

나티나>(Sonatina)를 연상시킨다.

이 작품은 양손의 관계가 멜로디와 반주(혹은 그 반대)가 뚜렷하게 구분

되기 때문에 양손의 밸런스를 공부하기 좋다. 또한 빠른 스케일 음형과 반

음계의 사용이 풍부하기 때문에 손가락의 민첩한 움직임도 학습할 수 있

다.

이 곡은 ‘소나티나’라는 제목을 차용하였고, 빈번한 반음계 사용에 의한

자유로운 조성 체계와 선법, 짧은 모티브에서 보이는 민속적 요소가 드러

나는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작곡된 곡이라 하겠다.

자코비가 작곡한 이 소나티나는 최근 20여년 이내에 작곡된 곡이기 때문

에 힌슨과 머그라의 문헌에는 소개되지 않으나, 필자는 머그라가 제시한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레벨 6으로 설정한다.62)

② 곡의 분석 및 연습 방법 제언

<표 20> ‘A단조 소나티나’의 구성

62) 머그라는 레벨 6에 해당되는 문헌을 ‘Clementi Sonatinas, Op.36; Burgüller 25

Progressive P ieces, Op.100’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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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 4/4

조성 A minor(A natural minor=A Aeolian mode)

빠르기 Briskly, spirited

형식 A1(1-8) A2(9-12) A1’(13-16) B(17-20) coda(21-25)

머그라에 의한 난이도 Level 6

20세기적 특징 민속적인 선율, 장·단화음 교대, 잦은 반음계

이 곡은 ‘A단조 소나티나’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 반음계를 자주 사용

하고, 선법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A단조 조성의 성격이 분

명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A단조의 자연 단음계(natural minor

scale)는 A에올리안 선법과 같기 때문에 굳이 제목과 조성의 관계를 연관

짓는다면, 이 곡에서는 A단조의 음계 중 자연 단음계를 중심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마디 1-3은 A에올리안 선법(<악보 84>)이 사용되었고, 마디 4에서는 G#

이 등장하면서 A단조 가락 단음계의 성격이 잠깐 출현한다. 하지만 마디

5-6에서는 다시 선법-A프리지안 선법(<악보 85>)-이 쓰였으며, 마디 8에

가서야 A단조의 V7과 I도 화음이 등장하며 A1 부분을 마친다.

<악보 84> A에올리안 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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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5> A프리지안 선법

또 이 곡을 분석해보면, 화성은 프레이즈의 끝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스타카토로 처리한다. 특히 화성을 스타카토로 연주할 때에는 탄력 있는

손목 스타카토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 때 손목은 경직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스타카토 동작의 핵심은 편안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건반을 향해

던진 후 팔 전체와 손목, 손가락을 동시에 들어 올리는 것이다.63)

먼저 마디 1-2에 등장하는 화성을 분석해보면 카발레프스키가 자주 썼

던 작곡 기법 중 하나인 단화음과 장화음의 혼용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에

서 언급한 대로 A단조의 조성 중심이 아닌, 선법을 기반으로 두었기 때문

이다. 또한 오른손 선율의 전개와 왼손의 약박에 코드가 나오는 형태는 카

발레프스키의 《30개의 어린이를 위한 앨범》(30 Pieces for Children, Op.

27) 중 18번 <소나티나>와 흡사하다.<악보 86>

<악보 86＞ 카발레프스키 ‘소나티나’ 마디 1-4

63) Sandor, 『온 피아노 플레잉』, 9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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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2를 연습할 때 처음에는 제시된 <악보 87>처럼 오른손의 첫 박

과 셋째 박에 나오는 단음과 왼손의 약박에 나오는 화성만 분리하여 연습

한다. 화성을 연습할 때에는 외성만 따로 떼어 탄력 있는 손목 스타카토로

천천히 큰 소리로 먼저 연습한다. 연주시에는 내성은 살짝 얹어서 치도록

하며, 연속되는 화성의 터치는 건반 가까운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 오른손

의 선율은 짧은 모티브로 민속적 요소가 보이며, 각 모티브는 2도씩 하행

진행하는 선율이 숨어있다.<악보 88>

<악보 87> 자코비 ‘소나티나’ 마디 1-2 연습 방법

<악보 88> 자코비 ‘소나티나’ 마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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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7-8에서는 왼손은 단3도로 반음 하행 진행을 보인다. 스타카토로

처리하는 부분이지만, 위 성부만 따로 떼서 레가토로 연결하며 수평적 진

행을 파악하도록 한다. 마디 8의 오른손은 상행하는 반음 진행이다. 이 때

표시된 이음줄은 레가토로 처리하기보다는, 반음계 진행을 하나로 모아둔

묶음으로, 레지에로64)로 생각하고 논 레가토로 터치한다.<악보 89>

<악보 89> 자코비 ‘소나티나’ 마디 7-8

마디 9-12는 왼손이 주선율, 오른손이 화성을 담당하는 반주의 역할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카발레프스키의 <토카티나>(Toccatina, from 30

Pieces for Children, Op. 27, No. 12)와 매우 흡사하다.<악보 90>

<악보 90> 카발레프스키 ‘토카티나’ 마디 1-4

64) The Harvard Dictionary of Music, 4th ed. (Cambri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s.v. “leggiero,”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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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9부터 화성을 담당하는 오른손도 앞의 왼손과 같은 방법으로 외성

만 따로 뗀 후, 손목이 경직되지 않은 편안한 상태에서 탄력 있는 손목 스

타카토로 연습한다. 마디 9-10은 F믹솔리디안 선법<악보 91>로 진행되고,

마디 11에서는 D♭코드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F조의 단3도 위인 A♭장조

의 IV로 해석된다. 그 후 마디 12에서는 왼손에 반음과 온음으로 진행하면

서 그 다음 마디의 첫 코드 Am의 iv와 V7화음이 등장한다.<악보 92>

<악보 91> F믹솔리디안 선법

<악보 92> 자코비 ‘소나티나’ 마디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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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3부터는 다시 A에올리안 선법에 기초를 둔 선율과 화성이 쓰였다.

마디 17-20은 이전에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16분음표의 긴 패시지가 나오

는 B부분이다. 각 마디의 강박에 제시된 sfz는 그 음만 특히 세게 치라는

악센트로 해석하기보다는 각 음들에 표시된 테누토로 처리하는 것에 더 비

중을 둔다. 필자는 이 sfz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왼손의 순차 하행 진행

과 오른손의 빠른 16분음표 패시지를 중간에 한 번씩 멈춰줌으로써 각 패

시지들을 정리하며, 숨을 고르고 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빠른 음가로 처

리해야 하는 긴 패시지는 <악보 93>에 제시한 대로 내려오는 동일한 패턴

끼리 리그루핑하여 연습한다. 마디 19-20의 하행하는 스케일은 그 다음 낮

은 음역대의 코다로 가는 다리(bridge) 역할을 한다. 이 스케일 패시지도

먼저 같은 손가락의 포지션-내려오는 패턴-대로 나눠 연습한 후, 붙여본

다.<악보 93>

<악보 93> 자코비 ‘소나티나’ 마디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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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의 시작은 높은 음역의 B와는 대비되게 낮은 음역에서 진행된다.

또한 자연 단음계와 선법, 반음계로 진행되어 조성이 불분명 했던 앞부분

과 다르게 코다에서는 A단조의 조성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왼손은 반

음으로 하행 진행되는 선율의 뼈대만 따로 떼어 연습해 보며, 그 뼈대를

중심으로 다이내믹을 점차 감소시킨다. 마디 24의 오른손 반음 스케일은

마디 8에서 온 것으로 역시 논 레가토로 터치하는 레지에로로 처리하며 가

볍게 곡을 마무리 한다.<악보 94>

<악보 94> 자코비 ‘소나티나’ 마디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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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드뷔시

(1) 작곡가 소개

프랑스 작곡가 드뷔시(Claude Achille Debussy, 1862-1918)는 전통적인

조성 체계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독창적인 화성과 음향적 효과가 특징

인 인상주의 음악을 확립한 작곡가이다. 드뷔시의 음악은 사물을 분명하게

서술하기보다는 모호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주의 시인들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1889년 파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서 접하게 된 인도네

시아 자바 지방의 전통음악인 가믈란(Gamelan)의 새로운 음향은 드뷔시에

게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동양의 리듬과 음향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드뷔시는 기존의 장·단조 음계 대신, 온음음계, 5음음계 등의 이국적인

음계와 교회 선법을 사용하였으며, 화성의 색채적인 기능을 강조, 해결되지

않는 불협화음의 사용은 전통적 기능화성의 원칙을 약화시켰다.65)

대표적인 인상주의 피아노 작품은 《판화》(Estampes, 1903), 두 권의

《영상》(Image 1, 2 1901-05, 1907)이 있고, 각 곡의 끝에 시각적으로 생

생한 제목이 붙어 있으며,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24곡의 전주곡》

(Preludes I, II 1909-10, 1911-13)이 있다. 또한 그의 작품 중 《베르가마

스크 모음곡》(Suite Bergamasque, 1890-1905)과 《피아노를 위하여》

(Pour le P iano, 1894-1901)에서는 네오 바로크(Neo-Baroque)의 성격도

65) 서혜영, 『20세기 피아노 음악: 드뷔시에서 볼콤까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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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그가 작곡한 어린이를 위한 작품으로는 《어린이 차지》

(Children’s Corner, 1906-08)가 있다. 이 작품은 총 6곡으로 이루어져 있

는데, 이 중 클레멘티의 피아노 연습곡을 유머러스하게 풍자한 <그라두스

아드 파르나숨 박사>(Doctor Gradus ad Parnassum)와 미국의 랙타임의

싱커페이션과 블루스(Blues) 음계 등을 사용한 <골리웍의 케이크워크>(Go

-lliwog’s Cake-walk)가 가장 많이 연주된다.

드뷔시가 도입한 대담한 화성과 독창적인 음색은 후에 많은 20세기 초·

중반 작곡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음악의 요소로서 소리 자체를

강조한 것은 후에 바레즈, 케이지 등의 작곡가들이 개척할 새로운 가능성

의 효시가 되었다.66)

(2) 꼬마 흑인 (Le Petit Nègre L. 114)

① 개요

1909년 프랑스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랙(Théodore Lack, 1846

-1921)은 그의 피아노 교재인 《피아노의 기초》(élementaire de Piano,

Op. 269)에 수록하기 위한 곡을 드뷔시에게 의뢰했다.67) 그 때 작곡된 곡

이 이 <꼬마 흑인>(Le Petit Nègre)이다. 훗날 이 곡은 드뷔시가 죽은 후,

1934년에 단일 작품으로 재출판 되었다.

66) 도날드 제이 그라우트 외 (Donald Jay Grout etc.) / 민은기 외 역, 『그라우

트의 서양음악사(하)』 (이앤비플러스. 2009), 232.

67) https://en.wikipedia.org/wiki/The_Little_Nigar [2020. 3. 7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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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은 앞서 1906-08년도에 작곡한 《어린이 차지》(Children’s Corner

L. 113) 중 제6번곡인 <골리웍의 케이크워크>(Golliwog’s Cake-walk)를

모델로 삼았다. 드뷔시는 종종 이국적인 음악재료를 사용하여 작곡하였는

데, 이 곡 역시 미국의 민스트럴 쇼(minstrel show)68)의 영향을 받아 재즈

(Jazz)와 래그타임(Ragtime) 스타일로 작곡하였다.

이 곡은 대조되는 두 섹션이 반복되는 구조로 A-B-A-B-A의 형식을

가진다. A는 싱커페이션 리듬과 5음음계(Pentatonic), 반음계 진행을 사용

하여 ‘꼬마 흑인’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묘사했다면, B는 ‘꼬마 흑인’의 노

래로 선법을 바탕으로 한 서정적인 선율의 유니슨 진행이 주를 이룬다.

A에 나오는 16마디에 걸쳐 진행되는 선율은, 후에 1913년에 작곡한 어린

이 발레 《놀이 상자》(La boîte à joujoux)에서 재사용하였다.69)

머그라는 이 곡의 난이도를 8로 설정했다.

② 곡의 분석 및 연습 방법 제언

<표 21> ‘꼬마 흑인’의 구성

박자 2/4

조성 C Major

68) 민스트럴 쇼(minstrel show)는 남북 전쟁 전후에 유행했던 미국의 엔터테인먼

트 쇼 중 하나로 얼굴을 검게 칠한 백인이 춤과 음악, 촌극을 섞어 공연했다.

이 쇼는 흑인을 우습게 희화된 방식으로 풍자한 것으로 후에는 인종 차별을 조

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대중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69) Maurice Hinson, Guide to the P ianist’s Repertoire 3rd edition,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2001),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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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기 Allegro giusto

형식
A(1-16) 경과구(17-21) B(22-38)

A(39-54) B(55-71) A(72-87)

머그라에 의한 난이도 Level 8

20세기적 특징 5음음계, 래그타임

이 곡에서 보이는 싱커페이션 리듬과 래그타임 베이스 패턴, 그리고 노

래할 수 있는 선율로 대조되는 두 섹션의 전개는 드뷔시가 이전에 작곡한

《어린이 차지》의 제6번곡인 <골리웍의 케이크워크>와 매우 흡사하다.

<악보 95>

<악보 95> 드뷔시의 ‘골리웍의 케이크워크’ 마디 1-4

머그라는 그의 문헌에서 이 작품을 ‘골리웍의 케이크워크’의 미니어쳐 버

전으로 소개하며 ‘골리웍의 케이크워크’ 보다 접근하기 쉬운 레퍼토리로 소

개했다.70) 하지만 머그라가 제시한 난이도는 두 작품 모두 레벨 8로 아이

러니하다. 필자는 ‘꼬마 흑인’은 한 단계 낮춘 7로 설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70) Magrath, The P 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 and Performance
Literature,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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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료된다.

또 A에서 16마디동안 사용한 선율은 후에 드뷔시가 1913년에 작곡한 어

린이 발레곡인 <놀이 상자>(La boîte à joujoux)에서 영국군인(Le soldat

anglais)을 묘사한 멜로디로 등장한다.<악보 96>

<악보 96> 드뷔시의 ‘놀이상자’ Piano part. 마디 169-176

A는 오른손의 싱커페이션 리듬과 왼손의 8분음표로 진행되는 옥타브 간

격의 오스티나토 반주는 래그타임을 연상시킨다. 이는 드뷔시가 미국의 민

스트럴 쇼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드뷔시는 스페인, 동

양, 인도네시아의 가믈란 등 이국적인 요소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또 실제

적으로 새로운 요소들을 차용하여 작곡하였다. A에서 쓰인 중심 음계는 드

뷔시가 종종 사용한 5음음계(C Pentatonic scale)-C, D, E, G, A-로 동양

의 이국적인 색채가 보이는 부분이다.<악보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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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7> 드뷔시 ‘꼬마 흑인’ 마디 13-16

짤막한 리듬 모티브를 사용해 꼬마 흑인의 캐릭터를 묘사한 모습은 앞에

서 살펴보았던 카발레프스키의 <어릿광대들>(Clowns)과 비슷한 면모를

보인다. A에 나오는 싱커페이션 리듬은 먼저 <악보 98>에서 제시한 대로

그루핑하여 연습한다.

<악보 98> 드뷔시 ‘꼬마 흑인’ 마디 1-3

마디 3에 나오는 ‘마르카토’는 왼손을 위한 지시어로, 마디 3-7까지 진행

되는 왼손의 반음계 진행을 좀 더 크게 치며 더 집중하여 듣도록 한다. 왼

손은 단3도 겹음의 반음 진행으로 마치 이 부분은 꼬마 흑인의 우스꽝스럽

게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묘사한 듯하다. 왼손의 포르타토(portato)는 손목

이 편안한 상태에서 음을 바닥까지 깊게 누른 후, 손목을 이용해 떼어주며,



- 137 -

다소 끈끈하게 처리한다.71) 5마디에 걸쳐 진행되는 왼손 반음계의 긴 패시

지는 선율 음형에 따라 묶어서 연습한다.<악보 99>

<악보 99> 드뷔시 ‘꼬마 흑인’ 마디 3-7

마디 9-12에 나오는 왼손의 오스티나토 반주는 꼬마 흑인의 뒤뚱거리며

걷는 걸음이 연상된다. 이 네 마디는 왼손과 오른손이 겹치는 포지션으로

이 부분은 왼손의 움직임이 더 많으므로, 왼손이 오른손 위에서 연주한

다.<악보 100>

<악보 100> 드뷔시 ‘꼬마 흑인’ 마디 9-12

71) 김순배, “중급의 조건들,” 『피아노 음악』11월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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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7-21은 A와 B를 잇는 경과구로 B♭, C, D, F, G 즉, B♭5음음계

를 사용했다. 이 부분은 선율 라인이 8분음표인 C-D-F-G로 흐르며, 각 마

디의 여린박에 등장하는 왼손의 8분음표를 지속하며 누르는 핑거 페달이

사용되었다. 이 핑거페달로 인해 소리가 섞이며 화성이 모호해 지는데, 드

뷔시 특유의 인상주의적 요소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처음에는 이 핑거 페

달을 지속하지 않고, C-B♭, D-B♭, F-B♭, G-B♭를 각각 떼어 따로 연

습한 후, 나중에 붙여준다. 이 경과구 부분의 다이내믹은 8분음표를 연주한

후, 순간적으로 dim.가 되기 때문에 매우 섬세한 처리가 요구된다. 이 때

제시된 테누토는 음을 누르기 전, 순간적으로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터

치하여 강박에 있는 긴 2분음표 음가를 거칠지 않게 처리하도록 한다.<악

보 101>

<악보 101> 드뷔시 ‘꼬마 흑인’ 마디 16-20

B는 doux et expressif(부드럽고 표현력 있게)의 지시어와 pp라는 다이

내믹에서 볼 수 있듯이 리드미컬했던 A와 대조적으로 노래하는 서정적인

선율이 주를 이루는 부분이다. 또한 경과구에서 느려졌던 템포는 다시 a

tempo로 돌아가라는 지시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곡의 맥락상 아고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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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ogic)72)이 생겨 템포에 미묘한 변화가 생긴다.

B부분은 코드 부분과 유니슨 진행을 따로 떼어 분리하는 두 가지 연습

이 수반되어야 한다. 먼저 코드 부분만 따로 분리해 보면, 마디 22-24의

코드 위 성부들이 B♭- A-G로 점차 하행 진행된다.

마디 22-25의 유니슨 진행은 F리디안(Lydian) 선법을 중심으로 진행되

었다. 다이내믹 표시는 pp이지만, 먼저 충분한 음량으로 연습한 후 점차

줄이도록 한다.<악보 102>

<악보 102> F리디안 선법과 드뷔시 ‘꼬마 흑인’ 마디 21-25

마디 26-27의 중심 음계는 경과구에서 사용한 B♭5음음계이다. 이 부분

은 먼저 손가락의 포지션이 바뀌는 패턴대로 리그루핑하여 연습한다. 그러

면 B♭의 I도-vi도-I도 화음으로 묶여진다. 또한 이 프레이즈 안에서의 지

향점인, 상행의 최고음 F음에 잠깐 멈추어 보는 것도 곡의 뉘앙스의 차이

72) 아고긱(Agogic): 템포에 미묘한 변화를 주는 속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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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디 28에서는 B♭단조의 VI도 화음이 차용

(Modal interchange)됨으로써 곡에 극적인 효과를 주었다.<악보 103>

<악보 103> 드뷔시 ‘꼬마 흑인’ 마디 26-29

마디 35-38은 여린박에 제시된 테누토와 8분음표 리듬의 묶음 형태, 두

음 슬러에 의해 강세의 위치가 바뀌어 마치 강박이 8분음표 간격만큼 앞당

겨진 느낌이 드는 싱커페이션이 생겼다. 마디 38의 Retenu는 느려지는 지

점을 <악보 104>처럼 설정하여, 미리 느려지지 않도록 한다. 마디 38의 마

지막 B음은 그 다음 마디 39 왼손의 C음으로 연결하는 이끔음(leading

tone)이다.

<악보 104> 드뷔시 ‘꼬마 흑인’ 마디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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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은 A-B-A-B-A의 형식으로 반복이 많고, 각 섹션마다 템포가 자주

변하는 특징을 갖는다. 프레이즈나 섹션의 끝에 rit.나 retenu가 빈번하게

붙는 것은 드뷔시나 라벨 같은 인상주의 작곡가들의 곡에서 흔히 발견된

다. 일종의 템포 루바토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귀로 판단하는 청

각적 이해가 우선이므로 먼저 템포 변화 없이 연습해보는 등 다양한 방식

의 연습을 통해 잘 들으며 연습한다. 또한 동일한 리듬 패턴의 반복이 많

기 때문에, 다이내믹으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 이 때 다이내믹의 증감은 구

획을 설정하여 자세히 지시한다.<악보 105>

<악보 105> 드뷔시 ‘꼬마 흑인’ 마디 80-83

6) 쇼스타코비치

(1) 작곡가 소개

쇼스타코비치(Dmitri Shostakovich, 1906-1975)는 소비에트 공산 체제에

서 교육받고 활동했던 작곡가로 러시아 혁명 이후 세대의 가장 독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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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작곡가로 꼽힌다.73)

그의 음악은 신고전주의로 구성과 형식은 단순하고, 선명함이 두드러지

지만, 이 가운데 자유롭게 쓰인 불협화음과 갑작스러운 전조, 날카롭고 활

기찬 리듬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그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정책

에 협조했지만, 그의 음악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위트 섞인 비판과 풍자

를 엿볼 수 있으며, 이와 대비되는 감상적인 선율과 느린 악장에서 보여주

는 요소들은 전체주의적 억압에 눌려있는 비통함과 슬픔의 메시지를 표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쇼스타코비치는 교향곡, 현악 사중주, 오페라, 발레,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작곡하였다. 그는 1927년 쇼팽 콩쿠르에 입상할 정도로 뛰

어난 피아니스트였지만, 작품 창작에서 피아노 음악은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피아노 작품은 두 곡의 《피아노 소나타 1번

& 2번》(P iano Sonata Op. 12, No. 1, 1926 & Op. 61, No. 2, 1943)와 쇼

팽의 영향을 받은 24개의 《프렐류드》(Preludes Op. 34), 그리고 ‘20세기

의 평균율’이라 부르는 《24개의 전주곡과 푸가》(Preludes and Fuga Op.

87, 1950-51)가 있다. 이 외에도 중급 학습용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작품으로

는 《3개의 환상적 댄스》(3 Fantastic Dances Op. 5, 1922)와 쇼스타코비

치가 딸을 위해 작곡한 6개의 짧은 성격소품 《6개의 어린이를 위한 소품

집》(6 Children’s P ieces Op. 69, 1944-45), 《인형의 춤》(Dances of the

Dolls, 1952-62)이 있다.

73) 서혜영, 『20세기의 피아노 음악: 드뷔시에서 볼콤까지』,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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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댄스 (Dance from Ballet Suite Op. 91d, No. 3-iii )

① 개요

이 곡은 1934-35년에 작곡된 쇼스타코비치의 초기 발레곡 《맑은 시냇

물》(The Limpid Stream, Op. 39)에 수록되었던 곡 중 하나이다. 쇼스타

코비치의 초기 발레음악은 원래의 형태로는 공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

로 러시아 정부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 쇼스타코비치는 정부에 동조하기

위하여 초기 발레작품에서 사용했던 스타일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계속했

다.74) 쇼스타코비치는 단순화시킨 버전들을 그의 친구이자 작곡가인 레본

아토프비안(Levon Atovmyan, 1901-1973)75)과 함께 모음곡으로 엮어 발표

하였다. 아토프비안은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까지 쇼스타코비치의

발레곡들 중 21곡을 발췌하여 4개의 발레모음곡으로 재편집하였다.76)

본 장에서 필자가 다룰 <댄스>는 4개의 발레모음곡 중 3번의 세 번째

곡으로 로젠가우즈(B. Rosengauz)에 의해 피아노로 축약 편곡된 곡이다.77)

이 곡은 2/4박자로 호흡이 짧은 춤곡의 특징을 보이며, 끊임없이 움직이

74) https://exhaustiveshostakovich.wordpress.com/tag/levon-atovmyan/ [2020. 3.

7 접속].

75) 레본 아토프비안(Levon Atovmyan, 1901-1973): 아르메니아에서 태어났으며,

1926년-1929년에는 조지아의 트빌리시 대학교에서 공부하였다. 1929년 모스크

바로 이주한 이후 1934-1936년에는 불쇼이 극장과 극장의 스튜디오에서 부국장

으로 있었다. 그는 쇼스타코비치와 프로코피에프의 영화 음악, 오페라, 발레, 교

향곡 등 많은 작품을 재편집, 편곡하였다.

76) Laurel E. Fay, Shostakovich: A Lif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355.

77) Derek C. Hulme, Dmitri Shostakovich Catalogue: The First Hundred Year

and Beyond, 4th edition. (Lanham, Maryland: Scarecrow Press, 201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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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궁동 형태를 가진다. 전반적인 터치는 레지에로로 가볍고, 왼손은 도

약이 많은 오스티나토 반주를 자주 사용하였다. 이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

는 밝고 역동적이며, 공이 통통 튀어 오르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 곡은

<줄넘기 댄스>(Skipping-rope dance)라는 부제를 가진다.78)

이 곡은 순수 피아노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힌슨과 머그라의 문헌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필자는 머그라가 제시한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레벨 5

로 설정하였다.79)

국내 콩쿠르 곡집에 수록된 버전은 에디션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편

저자에 따라 다른 리듬으로 편곡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필자는 원전판

에 가까운 악보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필자가 분석에 사용한 악보는 셔

머(G. Schirmer) 출판사에서 1999년에 출판된 《Easier Works》에 수록되

어 있는 것으로, 국내에 출판된 콩쿠르 곡집과는 리듬, 선율, 다이내믹 등

에 있어서 해석의 차이가 있음을 미리 밝힌다.

② 곡의 분석 및 연습 방법 제언

<표 22> ‘댄스’의 구성

78) Hulme, Ibid., 150.

79) Magrath는 Level 5에 해당하는 문헌을 Anna Magdalena Bach Notebook;

Sonatinas by Attwood, Lynes; Menotti Poemetti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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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 2/4

조성 C Major

빠르기 Allegro

형식 A(1-40) B(41-72) A(73-106)

머그라에 의한 난이도 Level 5

20세기적 특징 예측할 수 없는 화성 진행, 선법과 조성의 병렬

이 곡은 호흡이 짧은 2/4박자의 춤곡으로, 프레이즈는 네 마디 단위로

일정하다. 리듬 패턴은 비교적 일정하고 단순하며, 변화를 시도해도 약박에

악센트를 넣은 정도이다. 대신 화성에 변화를 주려는 요소가 다분히 보인

다. 커다란 조성의 프레임은 C장조이지만, 악곡의 곳곳에 화성과 조성의

변화가 비교적 자유롭고, 일정한 조성중심이 아닌 선법과 장·단조를 혼합

하는 형태를 보인다.

마디 1-8은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암시하는 전주이다. 마디 1-4에서

오른손에 지시된 악센트는 처음 천천히 연습할 때는 충분히 모든 음에 무

게를 떨어뜨려 연습하지만, 최종 연주시에는 마디 1-2의 4분음표에만 악센

트를 넣어 연주하는 것도 탄력 있는 리듬감을 만드는데 좋을 것이다. 전주

에 사용된 선율을 분석해보면 강박을 중심축으로 G-F-E♭-D-C로 순차

하행 진행하는 C단조 스케일이다. 오른손 선율을 전개하는 분산 화음을 모

음 화음으로 쳐 보면, 각 선율이 완전4도와 완전5도 음정으로, 민요풍의 특

징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주시 마디 1-4의 지향점(focal point)은 리

듬이 바빠지고, 화성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많이 일어난 마디 3으로 설정하

여 연주한다.<악보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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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6> 쇼스타코비치 ‘댄스’ 마디 1-5

마디 5부터 나오는 왼손 8분음표의 오스티나토 반주는 A에서 지속적으

로 전개된다. 왼손의 터치는 악보에는 지시되어 있지 않지만, 레지에로로

생각하여 논 레가토로 가볍게 연주한다. 국내에 출판된 콩쿠르 곡집에는

마디 5에 staccato로 표기되어 있다. 다이내믹은 앞의 네 마디보다는 음량

을 mf로 조금 줄여주고 마디 7에서 mp로 점점 줄이며 마디 9로 가기 전에

dim. 시킨다. 차츰 커지거나 작아지는 프레이즈 안에서 마디마다 구체적인

다이내믹 기호를 설정하여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악보 107>

<악보 107> 쇼스타코비치 ‘댄스’ 마디 5-8

이 곡의 아티큘레이션은 전반적으로 스타카토와 레지에로로 손가락이 건

반에서 분리되는 터치이다. 초기 연습은 충분한 음량으로 하고 다음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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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조절하여 가볍게 해본다. 원래의 스타카토를 뚜렷하게 인식하기 위해

반대 아티큘레이션인 레가토로도 연습한다. 이같이 다양한 연습을 거친 후

다시 악보대로 칠 때 개개 음들이 명확해지고 패시지 연결 관계가 탄탄해

지는 이점이 있다.

마디 9-12의 오른손 선율의 윤곽을 살펴보면, C-B-A-G-F-E-D-C로 C

장조의 하행 스케일로 진행된다. 왼손의 오스티나토 반주는 네 마디가 전

개되는 동안 변하지 않는 일정한 패턴으로 진행된다. 이 부분은 먼저 4개

의 8분음표를 다 치지 않고, <악보 108>에서 제시한 대로 오른손과 동일

한 리듬으로 단순화시켜 연습한 후, 나중에 마지막 음을 살짝 붙여준다. 마

디 9에 제시된 다이내믹은 mp이지만 p로 더 줄여 연주하며, 동일하게 반

복되는 마디 17에서 mp로 음량을 조금 증가시킴으로써 변화를 주도록 한

다. 또한 A 전반에 나오는 둘째 박의 악센트는 앞 박자의 8분음표보다 음

을 더 지속한다는 테누토로 해석하며 거세게 처리하지 않는다.

<악보 108> 쇼스타코비치 ‘댄스’ 마디 9-12

국내에 출판된 콩쿠르 곡집 중 김금태(F2)와 오세란(J3) 편저의 악보에

서는 A의 모티브인 8분음표(♫♩) 리듬을 16분음표로 더 쪼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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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하는 에디션을 사용하였다.<악보 109> 연타를 위한 원활한 손가락 바

꾸기를 학습할 수 있다.

<악보 109> 쇼스타코비치 ‘댄스’ 마디 9-12, 국내 출판사 F2, J3

마디 13-16의 오른손 선율은 앞의 순차 하행 진행과는 대조적으로 3도

도약 진행을 보이며, 마디 15에서 반음 진행하며 두 음 슬러를 사용하며

다른 아티큘레이션을 제시하였다. 두 음 슬러의 첫 음은 손목을 순간적으

로 밀어주면서 내리고(down), 끝 음은 손목을 올려주면서(up) 스타카토로

짧게 처리한다. 마디 16은 왼손의 리듬도 오른손과 같은 리듬을 제시하며

한 악절(period)을 정리해주었다. 국내에 출판된 콩쿠르 곡집 F2, H6, J3에

서는 마디 15의 둘째 박부터 유니슨의 형태로 진행하며 이 부분을 강조하

였다.<악보 110>

<악보 110> 쇼스타코비치 ‘댄스’ 마디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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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7부터는 앞의 악절이 똑같이 반복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반

복되는 패턴은 다이내믹을 다르게 제시함으로써 변화를 준다. 마디 23-24

의 화성과 선율은 앞 악절과는 다른 진행을 보이며, 다른 조성으로의 전개

를 암시한다. 이때는 왼손의 변화가 더 뚜렷하고, 화음을 연주하기 때문에

왼손을 더 집중하여 듣는다.<악보 111>

<악보 111> 쇼스타코비치 ‘댄스’ 마디 17-24

마디 25-28과 마디 33-36의 오른손은 각각 A♭리디안 선법(<악보

112>)과 G리디안 선법(<악보 113>)을 중심으로 쓰였고, 왼손은 A♭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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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G장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앞에서 다루었던 카발레프스키의 <기병

대의 노래>와 같이 화성을 담당하는 부분은 조성 중심으로, 선율을 연주하

는 부분은 선법 중심으로 전개된 같은 양상을 보인다. 화성을 담당하는 왼

손의 분산 화음은 모음 화음으로 먼저 연습하여 화성의 변화를 파악한다.

화성은 공통적으로 중심 조성의 I도와 V7로 진행된다.<악보 114>

<악보 112> A♭리디안 선법

<악보 113> G리디안 선법

<악보 114> 쇼스타코비치 ‘댄스’ 마디 25-28

마디 29-32는 새로운 패턴이 진행되는 부분으로 중심 조성이나 선법을

파악할 수 없는 모호한 선율로 전개되며, 앞의 A♭리디안 선법에서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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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G리디안 선법으로 연결해준다. 네 마디 동안 진행되는 오른손의 8

분음표 패시지는 내려오는 동일한 패턴으로 리그루핑하여 연습한다.<악보

115>

<악보 115> 쇼스타코비치 ‘댄스’ 마디 29-32

마디 37-40의 스케일의 상행 진행 역시 예측하지 못한 선법과 조성으로

전개된다. 처음에는 D♭리디안 선법으로 진행되다가, 바로 C단조 스케일로

전개되며, 마디 40에서는 C장조 중심의 B로 들어가기 위해 C장조 V도의

중심음인 G음이 왼손에서 지속되었다. 스케일 상행 진행은 <악보 116>에

제시한 대로 (1) 세 음씩 묶어 연습, (2) 손가락 포지션대로 나누어 연습한

다.

<악보 116> 쇼스타코비치 ‘댄스’ 마디 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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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41부터는 A와 다른 진행 패턴을 보이는 B로, 오른손은 쉬지 않고

움직이는 무궁동으로 진행되며, 왼손은 그와 대조되게 덜 바쁜 움직임을

보인다. 먼저 오른손의 뼈대를 찾아 수평적 진행을 파악한 후, 앞의 세 음

만 따로 떼어 연습한다. 최종 연주시 마지막 네 번째 음은 살짝 붙여준다.

왼손은 건반 바닥에서부터 튀어 오른다는 느낌을 가지고 손목 바운스 동작

을 사용하여 연주한다.<악보 117>

<악보 117> 쇼스타코비치 ‘댄스’ 마디 41-44

필자는 이 곡을 변형된 ABA의 3부 형식으로 B의 내부에 새로운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쇼스타코비치가 살았던 러시아 사회주의

의 엄격한 시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섹션 사이의 극단적인 대비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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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최소한의 변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마디 57-72의 형식은 크게는 B로 분류하였으나, 엄밀히 말하자면, B와는

다른 재료를 사용한 C로도 구분할 수 있다. 이 16마디는 이 곡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으로 양손의 화성 진행이 제일 두드러지는 구간이다. 마디

57, 59, 61, 63을 분석해보면 왼손은 중심조성의 V7도 화음이지만, 오른손

은 각 중심조성의 vi도와 iii도 화음으로 진행된다. 즉, 왼손은 장화음, 오른

손은 단화음으로 동시에 병렬되는 구조이다. 마디 65-68의 오른손은 E♭부

터 한 옥타브 아래의 D로 하행하는 반음계의 행렬을 보여 주고 있으며, 왼

손은 E♭부터 시작하는 상행 반음 진행을 보여준다.<악보 118>

<악보 118> 쇼스타코비치 ‘댄스’ 마디 57-68

마디 73부터는 다시 A의 시작이다. 국내에 출판된 콩쿠르 곡집 F2, 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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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3에는 똑같은 패턴에 변화를 주기 위해 4분음표에 꾸밈음을 첨가하였다.

<악보 119>

<악보 119> 쇼스타코비치 ‘댄스’ 마디 73-76

이 곡은 동일한 패턴 진행이 많으므로 리그루핑을 하여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짧은 모티브가 끊임없이 연속되는 무궁동 형태로 호흡이

가쁘기 때문에, 일정한 네 마디 프레이즈로 구간을 나눠 연주하는 것이 도

움이 된다.

7) 프로코피에프

(1) 작곡가 소개

프로코피에프(Sergey Prokofiev, 1891-1953)는 뛰어난 피아니스트이자,

20세기 전반기 작곡가 중 많은 피아노 작품을 남긴 작곡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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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 세워진 소비에트 체제는 초기에

는 작곡가들의 음악적 실험을 장려했지만, 1936년 스탈린이 정권을 잡은

이후부터는 예술 활동을 국가가 철저히 통제하면서 답보 상태에 이른다.

프로코피에프도 실험적인 작품이 아닌 전통 형식을 표방하는 신고전주의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 프로코피에프의 음악은 1941년 자신의 자서전에서 밝

힌 것처럼 크게 다섯 가지 요소들이 나타난다.80) 먼저 소나타, 협주곡 등

고전형식을 모방하는 고전주의 요소와 새로운 화성 어법과 선율 등을 모색

하는 현대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또한 토카타적 어법이나 동적인 요소들이

두드러지며, 서정적인 요소, 마지막으로 해학과 풍자, 익살스러움이 나타나

는 그로테스크(Grotesque)한 요소들이다.

그가 1909년에 작곡한 《악마적 암시》(Suggestion diabolique)는 역동

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낭만주의의 개념에서 벗어나려는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하고 있었다.81) 프로코피에프가 작곡한 곡들 중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작품은 1907년-1953년까지 약 40여년에 걸쳐 작곡된 9개의 소나타들이다.

이 소나타 외에도 주목할 만한 작품은 《사라지는 환영들》(Vision

Fugitives Op. 22, 1915-1917)이다. 이 작품은 프로코피에프의 다섯 가지

어법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며, 중급 과정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레퍼토리이다.82) 그에 앞선 단계로 접할 수 있는 프로코피에프의 작

품으로는 12개의 소품으로 이루어진 《어린이를 위한 음악》(Music for

Children Op. 65, 1935)이 있다.

80) 서혜영, 『20세기의 피아노 음악: 드뷔시에서 볼콤까지』, 177.

81) 송정이, 『피아노 연주와 교수법』 (서울: 음악춘추사, 2001), 246.

82) 김수연, “Vision Fugitives op. 22에 나타난 프로코피에프의 작곡 어법 연구,”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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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란텔라

(Tarantella from Music for Children, Op. 65, No. 4)

① 개요

프로코피에프의 《어린이를 위한 음악》(Music for Children, Op. 65)은

그가 서구에서의 활동을 접고 러시아로 귀국하기 1년 전인 1935년에 작곡

된 작품이다. 이 작품집의 12개 소품에는 모두 ‘표제’가 붙어 있으며, 단순

하고 명료하면서도 프로코피에프의 음악을 이해하고 접근하기 용이한 곡으

로 구성되어 있다.83) 힌슨은 그의 저서 Guide to the Pianist's Repertoire

에서 이 작품의 난이도를 쉬움에서 중간 정도로 설정했다.

본 장에서 다룰 <타란텔라>(Tarantella)는 네 번째 수록된 곡으로, 앞에

서 다루었던 러시아 작곡가들의 작품과는 다르게 러시아가 아닌 이탈리아

의 민속 어법을 사용한 곡이다.

타란텔라(Tarantella)는 6/8박자의 이탈리아 나폴리 지방의 역동적인 빠

른 춤곡으로 종종 탬버린이 반주 역할을 한다.84) ‘타란텔라’는 타란틀

(Tarantule), 타란텔(Tarantel), 타렌텔라(Tarentella)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명칭에는 두 가지 기원설이 있는데, 하나는 아풀리아

(Apulia)의 옛 지방 타란토(Taranto) 또는 타렌툼(Tarentum)이라는 지명에

서 유래했다는 설과 다른 하나는 타란툴라(tarantula)라는 독거미의 이름으

83) Magrath, The P 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 and Performance

Literature, 468.
84) https://www.britannica.com/art/tarantella [2020. 3. 7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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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설이다.85) 이 독거미인 타란툴라에 물렸을 때 타란텔

라 춤을 열정적으로 추면 낫는다는 속설이 있다.

타란텔라는 특정 리듬(♩♪♩♪)의 반복적 사용과86) 장조와 단조가 교대

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는데87) 프로코피에프의 타란텔라 역시 A에서 단

조를 중심으로 타란텔라 리듬을 사용하였고, B에서는 장조로 분위기가 전

환되는 전개를 보여준다.

이 곡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무궁동 형태로 진행되며, 피아노를 타악기적

으로 두드리는 토카타풍이 특징이다. 또 곡의 짜임새(texture)는 두껍지 않

으며, 동일한 음형을 사용하고, 리듬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 학습자

들의 교육용 작품으로 적합하다.

머그라는 이 곡의 난이도를 7로 설정하였다.

② 곡의 분석 및 연습 방법 제언

<표 23> ‘타란텔라’의 구성

박자 6/8

조성 D minor - D Major - D minor

빠르기 Allegro

85) 박영애, “문헌을 통해 본 무도광과 타란티즘에 대한 비교연구,” 『무용역사기

록학』10/1 (2006), 41.

86) Alfred Blatter, Revisiting Music Theory: A Guide to the Practice. (New

York: Routledge Taylor& Francis Group, 2007), 28.

87) https://ko.wikipedia.org/wiki/타란텔라 [2020. 3. 7. 접속].



- 158 -

형식
A1(1-16) A2(17-32) B(33-48)

A1'(49-64) A2'(65-80) coda(81-84)

머그라에 의한 난이도 Level 7

20세기적 특징 타악기적 주법, 잦은 전조

이 곡은 크게 ABA의 3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A는 리듬이 중심되

며, 건반을 타악기적으로 처리하는 토카타풍이고, B는 A와 대조적으로 이

탈리아풍의 노래가 중심이 된다. 프레이즈는 네 마디 단위로 일정하며, 리

듬 패턴도 동일하게 진행되는 특징을 갖는다.

A는 16마디 단위로 A1과 A2로 구분할 수 있으며, A1과 A2는 또 그 안

에서 8마디의 한 악절로 나눌 수 있는 구조이다.

A1의 첫 악절을 분석해보면, 마디 1-4는 D단조, 마디 5-8은 D♭장조로

단조에서 장조로 변환하며, 동일한 리듬 패턴 진행에 변화를 주었다. 또한

마디 4와 8의 왼손 프레이즈의 마지막 음에 악센트를 제시한 것은 프로코

피에프의 해학적인 요소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프레이즈의 마지막 마무

리 음이지만, 분리해서 어택(attack)하여 작곡가가 제시한 악센트를 꼭 지

키도록 한다.

6/8박자는 빠른 속도에서 첫 박이 강박이고 넷째 박이 약박이 된다. 그

러나 넷째 박에 불필요한 악센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리듬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그루핑 연습을 통

해 각 박의 첫 박과 넷째 박의 음을 도착음으로 생각하고 연습하도록 한

다.<악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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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0> 프로코피에프 ‘타란텔라’ 마디 1-8

마디 9부터는 A♭장조로 조성이 변화하며, 타란텔라 리듬이 사용되었다.

마디 9-16의 오른손 선율은 정박을 중심축으로 수평적 진행을 파악하며,

양손을 정박 부분만 따로 떼어 연습한다. 마디 9-14를 분석해보면, 오른손

은 멜로디가 변화하지만 왼손은 동일한 패턴 진행을 보이며, 움직임이 비

교적 적다. 프로코피에프의 학습자를 위한 난이도 조절로 볼 수 있는 부분

이다.<악보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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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1> 프로코피에프 ‘타란텔라’ 마디 9-16

마디 17-32는 A2로 A1과 리듬 패턴의 진행은 동일하지만, 조성과 음역

대를 변화시키며 전개되었다. 마디 17-24는 C단조, 마디 25-32는 다시 원

래의 조성인 D단조로 회귀하였다. 또한 A2의 마지막 악절인 마디 25에서

는 음역이 보다 확대되었고, 다이내믹도 f로 커졌다. 또한 도약 진행이 더

두드러지며, 타란텔라 리듬 진행 후 연속적인 8분음표 패시지로 전개함으

로써 훨씬 역동적인 형태를 보인다. 하행 진행하는 8분음표의 연속적인 5

개음은 이음줄로 표시되어 있으나, 음을 몰려서 치지 않도록 먼저 스타카

토로 끊어서 연습한다. 또한 <악보 122>에 제시한 것처럼 손가락의 포지

션이 바뀌는 패턴대로 묶어 연습한다. 마디 30은 다른 손가락 번호가 쓰인

것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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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2> 프로코피에프 ‘타란텔라’ 마디 25-32

B에서는 A와 같은 으뜸조인 D장조로 전환되었다. B에서는 A와 대조되

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A에서의 8분음표 그룹은 오른손 멜로디 역

할을 주로 담당했다면, B에서는 왼손으로 위치를 옮겨 펼침 화성으로 쓰였

다. 또한 A는 타란텔라 리듬을 사용하며, 역동적인 리듬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고, B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탈리아의 노래를 연상케 하는 선율과 화성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율의 진행에 따라 올라가고 내려옴

(rise & fall), 화성의 긴장과 이완-해결(tension & resolution)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교적 무난한 화성 진행은, 불협화음을 많이 썼던 프

로코피에프의 다른 작품들과는 사뭇 대조되는 것으로 어린 학습자들을 위

한 작곡가의 배려라고 추측된다. 왼손의 펼침 화음은 모음 화음으로 먼저

쳐 봄으로써 왼손의 포지션과 화성의 변화를 파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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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분을 연주할 때 주의할 점은 이음줄과 이음줄 사이에 있는 스타카토

를 잘 살려서 연주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먼저 제시된 이음줄 음만 따로

떼어 연습한다. 즉, 오른손에 이음줄로 연결된 첫 박과 두 번째 박의 두 음

과, 왼손 반주만 따로 연습한다. 이 후에는 마디와 마디 사이를 끊음으로써

마디 마지막 음의 스타카토와 그 다음 마디에 나오는 이음줄을 확실히 구

분하도록 연습한다. 그리고 연주할 때에는 네 마디의 프레이즈 중 지향점

(focal point)을 설정하여 구심점을 가지고 곡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마

디 33-36의 지향점은 다이내믹의 음량이 가장 커지고, 양손의 음역이 확대

된 마디 35로 설정하고, 마디 37-40은 화성의 긴장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마디 39로 설정하여 연주한다.<악보 123>

<악보 123> 프로코피에프 ‘타란텔라’ 마디 33-40



- 163 -

마디 41의 전개는 앞의 악절에서 나타난 동일한 진행을 보이며, 마디

44-45는 화성의 잦은 변화와 오른손 선율의 반음계 상행 진행과 오래 머

무는 형태를 보임으로써 이 곡의 절정(Climax)에 해당된다. 연습 속도에

따라 프레이즈의 단위가 달라지는데 최종 연주용 템포는 8마디의 프레이즈

로 확장시킨다.<악보 124>

<악보 124> 프로코피에프 ‘타란텔라’ 마디 41-48

마디 49부터는 A’로 앞의 A와는 같은 조성과 동일한 리듬 패턴을 진행

하지만, 선율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 전개한다. 하지만 A’의 선율을 분석해

보면, 앞의 A에서 진행되었던 선율이 8분음표 길이만큼 당겨진 형태로, 프

로코피에프의 재치와 해학적인 요소가 드러난다.<악보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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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5> 프로코피에프 ‘타란텔라’ 마디 48-52

마디 81-84는 코다로, D장조로 진행된다. 코다에서 쓰인 리듬의 재료는

B에서 가지고 왔다. poco meno mosso로 보다 움직임을 덜하게, 앞의 템

포 보다는 ‘보다 느리게’ 연주한다. 다이내믹은 점점 증가하며, 마디 83-84

의 코드는 무게를 충분히 떨어뜨려 꽉 찬 소리로 연주한다. <악보 126>

<악보 126> 프로코피에프 ‘타란텔라’ 마디 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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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빈도수 상위 14곡에 대한 분석 정리

앞 장에서는 20세기 레퍼토리 중 빈도수 상위 14곡에 대한 분석과 그에

알맞은 연습 방법을 제언하였다. 분석 결과 연주 시간은 두 곡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곡들이 2분미만으로 짧고, 기동성을 강조하는 곡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짧은 시간 안에 연주자의 기량을 최대한 보여주

어야 하는 콩쿠르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해석된다.

난이도면에서는 머그라가 제시한 기준으로 레벨 3은 2곡, 레벨 5도 2곡,

레벨 6과 7, 그리고 8은 각각 3곡, 레벨 9는 1곡으로, 초급 후반부터 중급

후반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표 24>

<표 24> 난이도별 곡목과 연주시간

난이도 곡목 연주시간

레벨 3

<Galop> from Op. 39, No. 18

-D. Kabalevsky
30초

<Clowns> from Op. 39, No. 20

- D. Kabalevsky
30초

레벨 5

<Sonatina> from Op. 27, No. 18

-D. Kabalevsky
1분 30초

<Dance> from Ballet Suite Op. 91d, No. 3-iii

-D. Shostakovich
1분 35초

레벨 6

<Ivan is very busy> from Adventures of Ivan

-A. Khachaturian
1분 40초

<Carnival Ball> from Classic Carnival III.

-W. Gillock
1분 5초

<Sonatina in A minor>

-R. Jacoby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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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곡목 연주시간

레벨 7

<Song of the Cavalry> from Op. 27, No. 29

-D. Kabalevsky
1분

<Sonatina 1
st
mov.> from Op. 93

-A. Khachaturian
2분 20초

<Tarantella> from Op. 65, No. 4

-S. Prokofiev
1분 5초

레벨 8

<Sonatina 3rd mov.> from Op. 13, No. 1

-D. Kabalevsky
2분

<Two ladies gossiping>

from Children’s Album book II.

-A. Khachaturian

1분 30초

<Le Petit Nègre> L. 114

-C. Debussy
1분 40초

레벨 9
<Sonatina 3

rd
mov.> from Op. 93

-A. Khachaturian
4분 10초

주요 장르는 소품과 소나티나로, 소품은 표제적인 제목을 사용한 곡과

춤곡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7명의 작곡가 중 반이 넘는 4

명의 작곡가들이 러시아 계열로 민족주의의 색채감이 짙었으며, 러시아의

20세기 전반 상황을 반영한 군사적인 요소가 곳곳에 나타났다. 또한 피아

노를 타악기처럼 두드리는 토카타풍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조성과 화

성을 분명하게 정의할 수 없는 불분명한 조성을 이루는 곡들이 주를 이루

었다.

본 장에서는 이처럼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14곡에 대한 특징들을 음악 어

법과 연습 방법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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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 어법적 측면

1) 민속적인 요소

분석한 곡들에서 발견되는 민속적인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속춤과 민요풍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짧고 단순한 모티브의 반

복이 많다. 모티브가 반복할 때에는 새로운 음과 리듬을 첨가하거나, 다른

음역 대에서 다른 조로 전개되는 형태가 가장 많았다.

둘째, 선율들은 주로 순차 진행 형태 및 선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특징

을 보였다. 특히 하차투리안의 <분주한 이반>과 <두 여인의 수다>, <소

나티나>에서는 그의 고국인 아르메니아의 민속적인 요소들이 잘 나타난

것으로 아르메니아의 민속 선법과 교회 선법의 혼용이 두드러졌다. 카발레

프스키와 쇼스타코비치도 그의 작품에서 교회 선법 중심의 선율 전개가 곳

곳에서 발견된다. 음역은 하차투리안이 좀 더 넓게 사용하였으며, 카발레프

스키는 선율의 전개에 있어서 4도와 5도 이내로 넓지 않은 음역대를 사용

하였다.

셋째, 강박보다는 약박이 강조되는 싱커페이션 리듬을 많이 사용했고, 화

음이 놓이는 위치도 주로 약박인 경우가 자주 보였다. 또한 변박자를 많이

사용해 리듬의 그루핑이 바뀌며, 불규칙 분할과 헤미올라를 사용함으로써

변화하는 리듬감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모두 민속 음악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징이다.

넷째, 하차투리안 <소나티나 3악장>의 B부분, 카발레프스키의 <기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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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래>에서 볼 수 있듯이 노래의 반주 역할을 하는 리듬 패턴은 일정한

형태로 반복되는데 이 같은 요소들은 민속악기 중에서 북과 같은 타악기를

연상케 한다.

다섯째, 하차투리안의 <소나티나 1악장>과 <3악장>에서 나타나는 연속

적인 옥타브의 행렬과 카발레프스키의 <소나티나>에서 보이는 행진곡풍,

<기병대의 노래>에서 보이는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리듬 패턴에 의한 정돈

된 느낌은 러시아의 군사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차투리안

과 카발레프스키의 곡의 곳곳에서는 일정한 음들이 연속적으로 울리면서

교회 종소리가 연상되는 음향들이 발견되었다. 이는 작곡가들이 러시아 정

교회의 영향을 받은 정서적 요소가 작품에 투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 신고전주의 스타일

신고전주의는 제목과 관련된 장르적인 요소와 곡의 전반적인 성격에서

보이는 특징들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소나티나’라는 제목을 가진 곡은 6곡이다. 그 중 철저한 고전주의

스타일로 작곡된 길록의 <사육제의 무도회>(Carnival Ball)를 제외한 나머

지 5곡을 살펴보면, ‘소나티나’라는 제목을 사용하지만, 전통적인 소나타 알

레그로 형식이나 론도, ABA의 노래(song)형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대

다수였다. 카발레프스키 <소나티나>는 발전부를 생략하고 제1주제와 제2

주제의 대비를 더 부각하였으며, 하차투리안 소나티나 3악장과 카발레프스

키 소나티나 3악장은 변형된 론도 형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코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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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단조 소나티나>도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과는 괴리감이 있어 연관 관계

는 느슨하다. 즉, 앞의 작품들은 외형은 ‘소나티나’를 빌려왔지만, 변형된

형식 안에서 자유롭게 리듬 및 화성을 구현한 형태이다.

다음은 곡의 전반적으로 보이는 성격에 의한 요소이다. 하차투리안의

<분주한 이반>과 <두 여인의 수다>, 카발레프스키의 <기병대의 노래>,

쇼스타코비치의 <댄스>, 프로코피에프의 <타란텔라>는 논 레가토와 스타

카토 주법, 계속적으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는 무궁동(Perpetual motion)

형태의 토카타풍으로 작곡되었다. 토카타는 바로크 시대 때 많이 사용되었

던 형식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20세기의 토카타는 네오 바로크 범주에 속

한다. 낭만 이전의 형식, 작곡 기법, 표현의 요소를 빌려 쓰면서 여기에 20

세기의 새로운 화성과 리듬을 가미한 것을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규정할

때88) 네오 바로크 스타일도 신고전주의로 포함시킬 수 있다.89) 제목에서는

소나티나, 에튀드, 왈츠 등의 고전적인 형식을 사용하지 않지만, 곡에 전반

적으로 깔리는 성격은 토카타적 어법이기 때문에 위의 곡들도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분류하였다.

신고전주의가 사용한 음악의 재료는 새로운 요소와 실험적인 것들은 배

제한 온건한 스타일로 이는 러시아 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와도 밀접

하게 연관된다.

88) 서혜영, 『20세기의 피아노 음악』, 93.

89) 정경연, “20세기 전반 주요 스타일 중심으로 본 <D. Kabalevsky 어린이를 위

한 30개 소품 Op. 27> 분석과 교수학적 제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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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카타적 어법

20세기의 토카타는 넓은 범주의 경향성으로 신고전주의에 들어가지만 주

법 자체의 성격은 원시주의(Primitivism)에서 비롯된다. 20세기 초반은 피

아노를 타악기처럼 두드리는 기능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된 시대이다. 많은

작곡가들이 이 주법을 사용해 작품을 썼는데 토카타적 어법은 크게 아티큘

레이션에 의한 터치적인 요소와 곡의 짜임새(texture), 그리고 무궁동에 해

당하는 형태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아티큘레이션에 의한 토카타적 어법이다. 하차투리안의 <분주한

이반>, <두 여인의 수다>와 자코비의 <A단조 소나티나>, 카발레프스키의

<기병대의 노래>와 쇼스타코비치 <댄스>의 아티큘레이션은 대부분 스타

카토 주법이다. 스타카토 주법은 건반을 빠르고 민첩하게 터치하며 두드리

는 느낌으로 곡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둘째, 곡의 짜임새에서 볼 수 있는 요소로 토카타풍은 왼손이 오른손과

역할 차이가 없으며, 양손을 골고루 쓰는 균등성이 특징이다. 하차투리안의

<분주한 이반>, <두 여인의 수다>, <소나티나 3악장> 카발레프스키의

<소나티나 3악장>은 양손이 선율을 주고받는 형태가 많다. 이런 짜임새는

고전과 낭만 시대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멜로디와 반주의 전통적인 관계를

벗어나 왼손의 역할이 강화되며, 양손의 코디네이션을 학습하기 좋은 형태

이다.

셋째, 무궁동 형태에 의한 토카타적 요소이다. 하차투리안의 <소나티나

1악장과 3악장>, 카발레프스키의 <소나티나 3악장>과 쇼스타코비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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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 프로코피에프의 <타란텔라>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양새로 전개

되고 있다. 위의 곡들은 건반의 음역대도 비교적 넓으며, 빠르고 쉼 없이

움직이면서 건반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토카타적 어법에서는 각 성부의 수평적인 흐름과 양손의 독립성

및 코디네이션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4) 조성의 불분명성

낭만 시대까지는 곡이 일정한 조성에 의해서 화성 진행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다면, 20세기 초반에는 조성이 모호해지거나 해체되면서 뚜렷한 조성

이 없게 된다. 분석한 14곡 중 곡의 전체적인 조성을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작품은 카발레프스키의 <갤럽>과 길록의 <사육제의 무도회>, 프로코피에

프의 <타란텔라> 3곡 뿐 이다. 사실 프로코피에프의 <타란텔라>도 B를

제외한 A의 부분에서 각 악절마다 다른 조로 전환되는 형태가 많았다.

분석한 작품에 대한 조성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성과 선법을 병렬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카발레프스키의 <기

병대의 노래>와 쇼스타코비치의 <댄스>는 반주 부분의 화성은 조성 중심

이지만, 선율은 선법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런 구성은 왼손과 오른손의 두

성부가 마치 서로 다른 조성을 가지는 듯한 복조성(Bitonality)을 띤다.

둘째, 장조와 단조의 혼용이다. 카발레프스키의 <어릿광대들>은 짧은 모

티브마다 A장조와 A단조로 교대되고 있으며, <소나티나 3악장>, <소나티

나>, 그리고 자코비의 <A단조 소나티나>에서는 장화음과 단화음을 번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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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며 사용하고 있다. 이는 조성의 불분명성을 추구하는 시대적 경향과

함께 장조와 단조를 골고루 경험시키려는 작곡가의 교육적인 의도가 반영

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선법과 반음계의 사용이 많다. 20세기의 작품들은 특정한 조성으로

정의할 수 없는 작품이 많은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선법과 잦은 반

음계의 사용으로 꼽을 수 있다. 하차투리안 작품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르메니아의 민속 선법과 교회 선법을 혼합하여 사용하였고, 여기에 옥타

토닉 음계와 반음계 진행을 자주 보임으로써 중심 조성의 성격을 모호하게

하였다. 카발레프스키도 그의 작품에서 에올리안, 도리안, 프리지안 선법을

자주 사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화음에서 장단화음을 혼용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또한 자코비도 에올리안과 프리지안, 믹솔리디안 선법을 사용하

며 중심 조성을 A단조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었다. 드뷔시의 <꼬마 흑

인>은 곳곳에 반음계의 사용과 F리디안 선법의 사용으로 조성이 모호해졌

으며, 섹션마다 C, B♭의 각각 5음음계를 사용함으로써 동양의 이국적인

색채감을 느낄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음악어법을 토대로 14곡을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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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빈도수 상위 14곡에 나타난 특징

번호 작곡가 곡명 특징

1

D. Kabalevsky

<Galop>

from Op. 39, No. 18
민속적, 장단화음 교대

2
<Clowns>

from Op. 39, No. 20

민속적,

장조와 단조의 교대

3
<Sonatina 3

rd
mov.>

from Op. 13, No. 1

민속적, 신고전주의,

토카타적 어법,

선법, 장단화음 교대

4
<Sonatina>

from Op. 27, No. 18

민속적, 신고전주의,

토카타적 어법,

선법, 장단화음 교대

5
<Song of the Cavalry>

from Op. 27, No. 29

민속적, 신고전주의,

토카타적 어법,

선법과 조성의 병렬

6

A. Khachaturian

<Ivan is very busy>

from Adventures of Ivan

민속적, 신고전주의,

토카타적 어법,

아르메니아 선법

7

<Two ladies

gossiping>

from Children’s

Album Vol. II, No. 6

민속적, 신고전주의,

토카타적 어법, 선법,

옥타토닉 음계

8
<Sonatina 1

st
mov.>

from Op. 93

민속적, 신고전주의,

아르메니아 선법

9
<Sonatina 3rd mov.>

from Op. 93

민속적, 신고전주의,

토카타적 어법,

아르메니아 선법

10 W. Gillock
<Carnival Ball>

from Classic Carnival III.
고전주의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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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작곡가 곡명 특징

11 R. Jacoby <Sonatina in A minor>

민속적, 신고전주의,

토카타적 어법, 선법,

장단화음 교대

12 C. Debussy <Le Petit Nègre> L. 114 5음음계, 선법, 래그타임

13 D. Shostakovich

<Dance>

from Ballet Suite,

Op. 91d, No. 3-iii

민속적, 신고전주의,

토카타적 어법,

선법과 조성의 병렬

14 S. Prokofiev

<Tarantella>

from Music for Children,

Op. 65, No. 4

민속적, 신고전주의,

토카타적 어법,

조성중심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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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습 방법적 측면

14곡의 연습 방법 제언을 통해서 일종의 연습 개념 혹은 연습 공식

(formula)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공식은 14곡 뿐 아니라 여타 작품들을

연습할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필자가 제시한 연습 방법은

시각적으로 악보에 얽매여서 연습하는 방법이 아니라 박자나 마디를 자유

롭게 풀어서 음표들을 조합하는 변형 연습으로써, 크게 단순화(simplificat

-ion)시키는 연습과 과장(exaggeration)하는 연습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이 같은 연습 방법은 악보의 원래 모습을 더욱 정확히 구현하기 위한 과정

적 수단이다.

1) 단순화(Simplification)시키는 연습

(1) 윤곽(Outline) 연습

윤곽 연습은 수직적 짜임새와 수평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성부가 두 개 이상의 다성부인 경우 소프라노 파트인 오른손의 상

성부와 왼손의 베이스음만 따로 떼어 수직적 짜임새를 파악한다.90)(<악보

127> 참고) 외성만 눌러봄으로써 전체적인 외곽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것

이다. 외성부를 풍성하고 알찬 소리로 연습한 후 내성은 가볍게 얹어 채우

90) Camp, Developing P iano Performance: A Teaching Philosophy, 1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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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이 때 내성도 충분한 음량으로 연습한 후 조절해주도록 한다.

<악보 127> 길록 ‘사육제의 무도회’ 마디 3-6, 윤곽 연습의 예1

다음은 중심 뼈대를 찾는 것으로 주로 반복하는 리듬 패턴에서 변화하는

음을 찾으며 수평적 흐름을 파악한다. 이 변화하는 음들을 이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반음으로 진행하거나, 조성 중심의 스케일 패턴과 특정 화음(ex.

조성의 I도 화음, V도 화음)인 경우가 많았다.(<악보 128> 참고) 뼈대를

찾는 작업은 숨어있는 진행을 찾아봄으로써 음악이 흘러가는 방향을 인지

하고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으며, 마디와 마디 사이를 단절시

키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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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8> 길록 ‘사육제의 무도회’ 마디 11-18, 윤곽 연습의 예2

윤곽 연습은 복잡한 짜임새와 긴 패시지 또는 하나의 프레이즈 안에서

먼저 내용적으로 중요한 성부가 무엇인지 분리해 보고, 중심 뼈대를 찾음

으로써 음악의 수직·수평적 진행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연습

은 좀 더 어려운 고급 작품을 다룰 때에도 주요 라인 진행이나 성부 간의

관계를 수월하게 인식하도록 도움을 준다.

(2) 모음 화음(Block chord) 연습

펼침 화음은 먼저 모음 화음으로 연습한다. 모음 화음으로 연습하는 이

유는 첫째, 귀로 화성의 진행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화음을 모아봄

(blocking)으로써 화성을 듣고 인식하며 수평적 화음 진행 상황을 선명하

게 듣고 파악하는 것이다91).

91) Camp, Developing P iano Performance: A Teaching Philosophy, 1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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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펼침 화음의 형태보다 모음 화음이 손의 포지션을 익히기 더 수월

하기 때문이다. 분산되어 있는 음들을 모음 화음의 형태로 치면서 손의 위

치가 움직이는 지점을 확인한다.<악보 129>

<악보 129> 카발레프스키 ‘갤럽’ 마디 1-4, 모음 화음 연습의 예

(3) 리그루핑(Regrouping) 연습

리그루핑 연습은 분할하는 연습으로 복잡하고 긴 패시지를 단순화시켜

인식함으로써 인지적인 측면에 도움을 받고 손가락의 물리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92) 리그루핑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같은 패턴대로 묶

어주는 방법과 손가락의 포지션별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92) Berenson et al, A Symposium for P ianist and Teachers: Strategies to

Develop the M ind and Body for Optimal Performance, 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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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0> 카발레프스키 소나티나 Op.13, No.1 3rd mov. 마디 47-50

위의 <악보 130>을 살펴보면, 양손이 서로 다른 아티큘레이션으로 처리해

야하고, 오른손은 빠른 16분음표 패시지, 왼손의 음역은 넓게 분포되어 있

어 복잡하게 보인다. 하지만 오른손은 손가락 번호가 바뀌는 1-2-3/

1-2-3-4로 묶어주고, 왼손은 같은 패턴인 G단조의 i6화음-B♭, D, G음-끼

리 묶어주면 훨씬 단순하게 인식할 수 있다.<악보 131>

<악보 131> 카발레프스키 소나티나 Op.13, No.1 3rd mov. 마디 47-50,

리그루핑의 예

또한 리그루핑은 마디 선을 초월해서 그룹을 묶어주기 때문에 마디 강박마

다 들어갈 수 있는 불필요한 박절악센트를 치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다.

다음의 <악보 132>도 같은 패턴으로 묶어준 리그루핑의 예로 복잡한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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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지를 단순화시키고, 강박마다 붙는 불필요한 악센트를 해결할 수 있다.

<악보 132> 하차투리안 ‘두 여인의 수다’ 마디 22-24, 리그루핑의 예

왼손의 옥타브 펼침 화음의 연습도 강박의 5번 손가락부터 시작하는 형

태가 아니라 반대로 변형시켜 본다. 즉, 약박의 1번 손가락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왼손의 구조상 하향하는 것이 편하며, 두 번째 음이 엄지가 오는

것은 심리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마디를 초월해서 강박 음을 도착음

으로 생각하여 연습한다.<악보 133>

<악보 133> 하차투리안 ‘소나티나 1악장’ 마디 1-3, 왼손 옥타브 펼침

화음 연습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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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략(Omit) 연습

필자는 생략 연습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복잡한 패시지를 일정한 패턴대로 묶은 후, 그 그룹에서

한 두음을 떼어 생략하고 연습하는 것이다. 이 연습은 모티브와 패시지를

훨씬 더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의 <악보 134>에서

제시한 연습 방법은 4개의 8분음표 그룹 중에서 마지막 한 음을 생략함으

로써 손의 물리적인 부담감을 덜어주고, 박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점도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연주시에는 생략했던 마지막 음은 살짝 붙여 양손

의 밸런스를 맞춰준다.

<악보 134> 하차투리안 ‘분주한 이반’ 마디 1-4, 생략 연습의 예

두 번째 유형은 3화음을 연습할 때 가운데 내성은 생략하고, 외성만 연

습하는 것으로, 이 연습은 포지션의 부담은 덜어주고 해당 화음의 윤곽은

더욱 뚜렷하게 들리는 효과가 있다. 3화음을 동시에 치는 모음 화음은 손

목에 힘이 들어가 경직되게 처리될 수 있다. 이때에는 음을 하나 생략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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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손목의 부담감을 줄여 편하게 연습한 후, 최종 연주에서 가운데 음은

살짝 얹어서 친다.<악보 135>

<악보 135> 카발레프스키 ‘갤럽’ 마디 9-12, 화음 연습의 예

2) 과장(Exaggeration)하는 연습

캠프는 그의 저서 Developing Piano Performance에서 ‘소리’의 차이를

과장해 보는 연습을 강조하였다.93) 캠프는 ‘소리’의 차이를 과장하는 연습

을 크게 세 가지-터치, 균형과 명확성, 리듬-측면에서 기술하고 있다.94) 필

자는 캠프가 제시한 세 가지 측면을 바탕으로 확대 응용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93) Camp, Developing P iano Performance: A Teaching Philosophy, 64.
94) Camp, Ibid.,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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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치(Touches)

캠프는 제시된 아티큘레이션을 반대로 즉, 레가토는 스타카토로, 스타카

토는 레가토로 연습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스타카토로 된 패시지는 레가

토로 연습하면서 선율의 수평적인 라인을 파악하도록 한다.<악보 136>

<악보 136> 하차투리안 ‘두 여인의 수다’ 마디 8-11, 스타카토 연습의 예

스타카토 연습은 먼저 큰 동작으로 충분한 소리로 무게를 떨어뜨려 건반

깊숙이 눌러 연습한다. 그 후에는 손목의 탄성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무

게를 던져준다. 좋은 스타카토 터치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손목이 경직되지

않은 편안한 상태에서 재빠르게 건반을 향해 접근한 후(attack), 민첩하게

건반에서 손가락을 떼어야(release)한다. 빠른 속도의 스타카토를 구사할

때에는 손목의 힘을 빼고 작은 동작으로 손가락 끝으로 건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해서 타건한다.

레가토를 구사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지나치게 연결시키는 것은 손목과

손가락이 긴장되고, 경직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손목이 편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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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한 음에서 다음 음으로 무게가 이동하여 충실한 톤을 구사할 때

훨씬 좋은 레가토의 느낌이 만들어진다. 즉, 풍부하고 좋은 톤은 물리적 레

가토를 만들기 이전에 경험되어야 하는 선행조건이다.95) 논 레가토는 충분

히 경험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아티큘레이션으로, 실제적으로는 동일한 무

게의 음들 간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손가락 근육만으로는 좋은 톤을 내

기가 어려우며, 어깨로부터 내려오는 무게가 가중되어야 하므로, 손목의 긴

장을 풀고 팔의 무게를 서서히 밑으로 떨어뜨려 주어야 한다. 즉, 손목 힘

을 뺀 상태에서 손목의 유연함과 탄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2) 균형과 명확성(Balance and Clarity)

캠프는 균형과 명확성에 대한 ‘소리’의 차이성을 아래의 다섯 가지로 규

정하였다.96)

a. 반주에 반대되는 선율(Melody as opposed to accompaniment)

b. 내성부에 반대되는 외성부(Outer voices as opposed to inner

voices)

c. 2차적인 선율에 반대되는 1차적인 선율(Primary melodic idea as

opposed to secondary melodic idea)

d. 해결에 반대되는 불협화음(Dissonance as opposed to resolution)

95) 김순배, “음악성이란 무엇인가 ③음악성과 테크닉,” 『피아노 음악』 12월호

(2007).

96) Camp, Developing P iano Performance: A Teaching Philosophy, 65.



- 185 -

e. 작은 소리 부분에 반대되는 큰 소리 부분(Loud sections as oppo-

sed to soft sections)

위의 다섯 가지를 정리해 보면, 주선율, 외성부, 1차적인 선율, 불협화음,

큰 소리 부분을 더 과장하여 연습하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캠프는 템포

나 다이내믹도 거꾸로 과장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97) 즉, 반대로 연습할

것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캠프가 제시한 과장 연습을 참고한 후

응용하여 다음의 연습 방법을 제언한다.

먼저 선율과 반주의 관계이다. 최종 연주시에는 주선율이 반주보다 더

강조되지만, 연습할 때에도 선율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화성을 담당하

는 왼손이 빈약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연습 과정 중에 화성을 맡고 있는

반주 부분을 더 크게 하여 연습해 본다.

그 다음은 악보에 제시된 다이내믹도 반대로 연습하는 것이다. p는 먼저

알차고 꽉 찬 소리로 무게를 떨어뜨려 크게 연습한 후, 점차 동작과 소리

를 줄여나가는 연습을 한다.<악보 137>

<악보 137> 하차투리안 ‘두 여인의 수다’ 마디 35-38, 다이내믹 연습의 예

97) Camp, Ibid.,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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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하는 과장 연습은 본래의 모습을 보다 더 뚜렷하게 인식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이내믹을 -cresc.나 dim.- 설정할 때에도 마디나 구간별로 순차적, 구

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악보 138> 참고) 이것은 rit.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특히 프레이즈의 후반부-마지막 후반 두 마디-

에 초점을 맞춰 점차적으로 확장시킨다.

<악보 138> 하차투리안 ‘두 여인의 수다’ 마디 37-40, 다이내믹 설정 예

(3) 리듬(Rhythm)

리듬의 과장 연습은 (1) 강-약 맥박형(Strong-weak pulse pattern)과 (2)

짧은 음가에 반대되는 긴 음가의 강조로 나눈다.

다음의 <악보 139>는 느린 속도로 2/4박자의 기본 강-약 패턴을 강조하

며 연습하는 단계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빨라진 템포의 두 마디

(sub-phrase)로, 연주 속도 네 마디 단위의 프레이즈로 설정하여 연습한

예이다. 프레이즈 안에는 음악적 축인 지향점(focal point)을 설정하여 이끌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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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9> 카발레프스키 ‘갤럽’ 마디 1-4, 1마디 단위에서 4마디 단위

설정의 예

모든 곡에는 기본적인 박절악센트(metric accent)가 존재하지만, 쉼표나

싱커페이션 리듬, 악센트 등 작곡가의 의도에 의해 음악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음이 강박에 오지 않고, 약박에 오게 되는 리듬의 불일치가 생길 때

가 있다. 이때는 박절악센트보다는 음악적 악센트(musical accent)가 더 강

조된다. <악보 140>은 리듬의 불일치가 일어났을 때 캠프가 제시했던 연

습 방법으로 마디 첫 음의 강박부터 치는 연습과, 음악적 악센트를 의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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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습하는 예이다.98)

<악보 140> 길록 ‘사육제의 무도회’ 마디 33-37, 리듬 연습의 예

부점 리듬은 짧은 16분음표 리듬을 긴 음가에 붙여 연습한다. 이 연습은

부점 리듬이 느슨해지지 않고 탄력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준다. <악보 141>

<악보 141> 카발레프스키 ‘소나티나’ 마디 1-4, 부점 리듬 연습의 예1

98) Camp, Developing P iano Performance: A Teaching Philosoph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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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점으로만 연습할 경우 리듬의 감각이 무뎌질 수 있고, 선율 라인

을 단절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때는 부점을 8분음표로 풀어서

쳐보며 선율의 수평적인 진행을 파악하도록 한다. <악보 142>

<악보 142> 카발레프스키 ‘소나티나’ 마디 1-4, 부점 리듬 연습의 예2

‘소리’의 차이를 과장하는 연습은 학습과 연주 속에 통합함으로써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바로 과장(exaggeration)하기 → 덜 강조하기(de-emphasis)

→ 내면화(internalization)하기 → 다듬기(refinement)로 진행한다.99) 결국

과장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귀’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연습하는 과정에서 생각할 것은 악보에 쓰여 있는 기호 즉, 악

센트, 스포르찬도 등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연주자는 항상 곡의 캐릭터를

파악하며,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맥락을 살펴 재해석해야 한다. 앞뒤 관계를

살피지 않고, 시각적으로 순간적인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악

센트 표시는 그 음만 특히 세게 치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지만, 곡의 성

99) Camp, Developing P iano Performance: A Teaching Philosophy,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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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과 맥락을 살펴보면, 테누토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도 많다.

학습을 위해 작곡된 곡들은 대개 네 마디 단위의 프레이즈를 갖는다. 프

레이즈를 이끌고 갈 때 시작 부분보다 후반이 허술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

를 방지하기 위해 셋째, 넷째 마디에 역점을 두고 연습하거나, 둘째와 넷째

마디를 강조하며 연습하면 모든 마디가 고르게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지향

점을 정하여 마디의 결속을 이룸으로써 프레이즈 설정에 도움을 받는다.

계속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무궁동 형태의 곡들도 중간 부분 이후부터 소

홀해지기 쉽다. 콩쿠르의 특성상 교사들이 앞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하

나, 학습자들에게 곡을 전체적으로 이해시키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

워주기 위해서는 곡의 중간 부분과 후반부에도 중점을 두고 연습시켜야 한

다.

결론적으로 연습의 핵심은, 다양한 연습 방법을 머리로 인지하고, 몸을

편안한 상태에서 사용하며, 귀를 기울여 집중적으로 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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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자는 국내에 출판된 콩쿠르 곡집에 수록된 20세기 작품들 중 빈

도수 상위 14곡을 선별하여 각 곡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분석과 더불어 교

사들이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습 방법을 제언하였다.

필자가 분석한 14곡은 20세기 전반부의 온건한 스타일로 학습자들이 별

로 거부감을 갖지 않고, 20세기의 스타일을 공부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14

곡을 분석한 결과, 민속적인 요소, 신고전주의 스타일, 토카타적 주법, 조성

의 불분명성과 같은 음악적 특징이 파악되었다. 분석한 곡들에는 위의 네

가지 특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학생들이 20세기 스

타일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곡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필자가 각 곡마다 제시한 교수학적 제언들은 교사들이 실제 레슨에

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습 방법들로써 이를 개념화 시키면 단순화

의 연습과 과장하는 연습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방식이 지향하는 바는 다

음과 같이 요약된다.

_ 악보의 변형을 통해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고, 본래의 모습을 더

뚜렷하게 인지하기

_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에서 팔과 손을 사용하기

_ 귀를 열고 집중하여 들으며, 소리의 차이를 인식하기

즉, 마음(mind), 몸(body) 그리고 귀(ear)의 상호작용 및 통합이 작동하



- 192 -

게 되는 연습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분석한 14곡 뿐 아니라 여타 모든

곡들에도 응용할 수 있는 보편적 연습 원리라고 할 수 있겠다.

근래에 들어 국내에 출판된 콩쿠르 곡집에 낯선 작곡가들과 새로운 작품

들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지만, 스타일의 측면에서는 아직 한정되어 있

음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편저자들에 의해 새로 접하게 되는 작품

들은 학습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레퍼토리의 폭을 넓혀 준다는 의미가 있

지만, 20세기의 다양성을 접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20세기 전반부의

원시주의, 민족주의, 신고전주의는 다룰 기회가 비교적 많아 익숙하지만,

우연성 음악, 미니멀리즘, 신낭만주의 등 20세기 중반 이후의 경향들은 아

직 낯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세기 후반부의 스타일을 학습할 수 있는

지속적인 레퍼토리 연구가 요구된다. 더불어 교사들은 새로운 지식을 수용

할 수 있는 자세와 보다 더 다양한 레퍼토리를 다각적으로 살필 수 있는

안목과 경험이 필요하겠다.

또한 콩쿠르 곡집에 수록된 곡들은 교육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으므로,

콩쿠르라는 목적 아래에서만 사용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학

습할 수 있는 융통성도 필요하겠다.

본 연구가 20세기 콩쿠르 레퍼토리를 공부하고자 하는 일선의 교사들과

학습자들에게 음악적인 어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며 좋은 연주의 결과

로 열매 맺는데 있어서 유용한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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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and Study of 20th Century Repertoires

Found in South Korea's Concours Compilations

and their Effective Practice Methods

Hye-lim Kim

Department of Music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From preliminary research, the author found repertoires different from

those before in concours compilations frequently chosen by piano

instructors, as well as prominence of pieces from the Romantic Period

and 20th century as opposed to Classical Sonatina of the past. Despite

the increase in the diversity of repertoires, however, the author

wondered if instructors had proper understanding of and teaching

methods for complicated 20th century pieces, and began this study in

order to provide a solution.

First, the author looked at concours compilations published between

2008 and 2019 in South Korea, and analyzed the composers introduced

in them. Afterwards, a breakdown analysis of the pieces based on era

and genre was conducted, and a research was done on th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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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ppearing pieces. Then in the next chapter, the author

collected fourteen 20th century pieces that appeared at least three times

and looked at their composers, and attempted an analytical study and

pedagogical recommendation on those 14 pieces. They were studied

from different angles such as synopsis, rhythm, melody, harmony,

format, articulation, and phrase, followed by a discussion of practice

methods that instructors can apply immediately in the field. In the last

chapter, the author took the common elements seen among the 14

pieces and looked at them in terms of musical idiom and practice

methods. Most of the analyzed pieces were short and emphasized

mobility, with the difficulty levels ranging widely from late elementary

to late intermediate. The musical idioms contained four distinct traits

consisting of folk elements, neoclassic styles, toccata idiom and

ambiguous tonality, and a series of practice formulas could be found

based on the author's pedagogical recommendation. The most prominent

styles among the analyzed pieces, as evidenced from the musical idiom,

were mild forms of nationalism, neoclassicism, and primitivism, typical

of the early 20th century.

It is hoped that this study benefits those instructors and students

who wish to find more diverse ways to approach and practice 20th

century repertoires and study 20th century works. Furthermore, the

author looks forward to the day when consistent study of repertoires

that reflect late 20th century trends has become a norm.



- 201 -

(부록) <국내 콩쿠르 곡집에 수록된 20세기(이후) 작품 목록>

번호 작곡가 곡명

1

A. Casella

<Cocktail's Dance> Op. 33bis

2
<Bolero>

from 11 Children's P ieces, Op. 35, No. 4

3
<Galop-Final>

from 11 Children's P ieces, Op. 35, No. 11

4 A. Ginastera
<Danza del Viejo Beyeno>

from Danzas Argentinas, No. I

5

A. Goedicke

20 Little P ieces for Beginners,

Op. 6, No. 5

6
20 Little P ieces for Beginners,

Op. 6, No. 14

7
20 Little P ieces for Beginners,

Op. 6, No. 17

8
10 M iniatures in the Form of Etudes,

Op. 8, No. 7

9
<Sonatine> from 60 Easy P iano P ieces,

Op. 36, No. 20

10
<Prelude> from 25 P iano P ieces,

Op. 59, No. 22

11

A. Khachaturian

<Ivan is very busy>

from Adventures of Ivan No. 5

12
<Two ladies gossiping>

from Children's Album Vol. 2, No. 6

13 <Sonatina 1st mov.> Op. 93

14 <Sonatina 3rd mov.> Op. 93

15 <Waltz> from Masquerade Suite for solo

16
<Waltz>

from Masquerade Suite for 4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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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작곡가 곡명

17 A. Rowley
<Mr. Punch> from My Sketch Book

10 Short P ieces, Op. 39, No. 5

18

A. Tcherepnin

10 Bagatelles, Op. 5, No. 2

19 10 Bagatelles, Op. 5, No. 7

20 10 Bagatelles, Op. 5, No. 9

21 10 Bagatelles, Op. 5, No. 10

22 A. Yuyama
<Baumkuchen>

from Confections a P iano Sweet No. 2

23

B. Bartok

<Former Friends>

from For Children, Sz. 42, Vol. 1, No. 5

24
<Exotic Flowers>

from For Children, Sz. 42, Vol. 1, No. 10

25
<Vigoroso>

from For Children, Sz. 42, Vol. 1, No. 21

26
<Peasant Prayer>

from For Children, Sz. 42, Vol. 1, No. 40

27
<Stick Dance>

from Rumanian Folk Dances, Sz. 56, No. 1

28
<Sash Dance>

from Rumanian Folk Dances, Sz. 56, No. 2

29
<Fast Dance>

from Rumanian Folk Dances, Sz. 56, No. 6

30
<Peasant Dance>

from M ikrokosmos, Sz. 107, Vol. V, No. 128

31
<Six Dances in Bulgarian Rhythm No. 2>

from M ikrokosmos, Sz. 107, Vol. Vl, No. 149

32

C. Debussy

<Doctor Gradus ad Parnassum>

from Children's Corner, L. 113, No. 1

33
<Golliwogg's Cake-Walk>

from Children's Corner, L. 113, No. 6

34 <Le Petit Nègre> L.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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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작곡가 곡명

35

D. Alexander

<Dizzy Delight>

Dennis Alexander's Favorite Solos, Bk. 2

36
<El zapateado>

Dennis Alexander's Favorite Solos, Bk. 2

37
<Toccata ritmico>

Alfred's Premier Piano Course, Lesson Bk. 6

38

D. Kabalevsky

<Sonatina 1
st
mov.> Op. 13, No. 1

39 <Sonatina 3
rd
mov.> Op. 13, No. 1

40 <Etude> from 30 P ieces for Children, Op. 27, No. 3

41
<Toccatina>

from 30 P ieces for Children, Op. 27, No. 12

42
<A Little Joke>

from 30 P ieces for Children, Op. 27, No. 13

43
<Sonatine>

from 30 P ieces for Children, Op. 27, No. 18

44
<War Dance>

from 30 P ieces for Children, Op. 27, No. 19

45
<Song of the Cavalry>

from 30 P ieces for Children, Op. 27, No. 29

46
<Scherzo>

from 24 P ieces for Children, Op. 39, No. 12

47
<Galop>

from 24 P ieces for Children, Op. 39, No. 18

48
<Clowns>

from 24 P ieces for Children, Op. 39, No. 20

49 <Toccata> from 4 Easy Rondos, Op. 60, No. 4

50

D. Shostakovich

<Lyric Waltz> from Dances of Dolls, No. 1

51 <Polka> from Ballet Suite, Op. 84, No. 1-ii

52 <Dance> from Ballet Suite, Op. 91d, No. 3-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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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작곡가 곡명

53 E. Nazareth <Impudent Lady>

54 E. Thiman <Flood Time> from Water P ieces, No. 5

55 F. Poulenc <Valse> from Album des Six, FP. 17

56 G. Gershwin <Prelude> from 3 Preludes No. 1

57

H. Vila-lobos

<Allegro> from Suite for Children, Vol. 2, No. 1

58
<O Polichinelo>

from A Prole do Bebe Vol. 1, No. 7

59 I. Berkovich <Variations on a Theme of Paganini>

60 J. Ibert
<Le Petit âne Blanc>

from 10 P ieces H istoires, No. 2

61 L. Larson <Tidings of Joy> for 4 hands

62

M. Mier

<Country Ragtime> for 4 hands

63 <Gypsy Folk Dance>

64 <Jazz Walk> for 4 hands

65 <Jelly Bean Rag> Jazz, Rags & Blues Bk. 2

66
<Wild Honeysuckle Rag>

Jazz, Rags & Blues Bk. 2

67 <Persistent Rhythm> Jazz, Rags & Blues Bk. 3

68 M. Ravel <Jeux d'eau> M. 30

69 O. Respighi <Valse Caressante> from 6 Pieces, P. 44

70 R. Byers <Tarantella Espagnole>

71 R. Jacoby <Sonatina in A mi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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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작곡가 곡명

72

S. Maykapar

<Tarentelle>

from Petite Suite en Style Classique, Op. 6, No. 4

73 <Toccatina> from Little Novelettes, Op. 8, No. 1

74 <Flute> from Little Novelettes, Op. 8, No. 5

75 <Sonatina> from Biriulki, Op. 28, No. 9

76 <Gigue> from Suite M ignonne, Op. 30, No. 7

77
<The Turbulent Waters>

from M iniatures, Op. 33, No. 1

78
<Sea at Night Etude>

from M iniatures, Op. 33, No. 4

79 <Little Tarantella> from M iniatures, Op. 33, No. 6

80 <Little Song> from M iniatures, Op. 33, No. 17

81 <Raging Torrent> from M iniatures, Op. 33, No. 18

82 <Ballade> from M iniatures, Op. 33, No. 20

83

S. Prokofiev

<Sonata 4th mov.> Op. 14, No. 2

84
<Tarantella>

from Music for Children, Op. 65, No. 4

85
<Playing Tag>

from Music for Children, Op. 65, No. 9

86 S. Rachmaninoff
<The Flight of the Bumblebee>

from The Tale of Tsar Saltan

87

T. Hirayoshi

<The Midnight Fire Festival>

from Rainbow Rhythm No. 24

88
<A Line Dance of Tulips>

from Rainbow Rhythm No. 25

89 V. Dolidze <Le Cabri>

90 V. Rebikov <Playing Soldiers> from Silhouettes, Op. 31, No. 4

91 V. Selivanov <A Joke> from Scherzetto, No.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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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작곡가 곡명

92

W. Gillock

<Carnival in rio> from Accent Around the World

93 <Capriccietto> from Accent on Classical

94 <French Doll> from Accent on Gillock Vol. 2

95 <Mission bell> from Accent on Gillock Vol. 2

96 <Flamenco> from Accent on Gillock Vol. 5

97 <The Juggler> from Accent on Gillock Vol. 5

98 <Tarantella> from Accent on Gillock Vol. 5

99 <Journey in the Night> from Accent on the Seasons

100 <Sliding in the Snow> from Accent on Solos Bk. 3

101 <The Swinging Sioux> from Accent on Solos Bk. 3

102 <Carnival Ball> from Classic Carnival III.

103
<Forest Murmurs>

from 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No. 1

104
<Dragon Fly>

from 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No. 10

105
<Humming Bird>

from 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No. 16

106
<Fountain of Diana>

from 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No. 17

107
<Phantom Rider>

from 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No. 18

108 <Ariel(A Forest Sprite)>

109 <Festive Piece>

110 <Fountain in the Rain>

111 <Holiday in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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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작곡가 곡명

112

W. Gillock

<Sonatina in Classical Style 3
rd
mov.>

113 <Sonatina in G major>

114 <Sonatina(Allegro vivace)>

115 <Sonatina(Spritoso vivace)>

116 <Sonatine 1st mov.>

117 <Star Dancers>

118 <Valse Etude>

119 <Viennese Rondo>

120
한세피아노

페다고지연구회
<꼬리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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