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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베베른의 <피아노 변주곡 Op. 27>과 메시앙의 <음가와 강세의 모드> 연구를 통하여 음렬주의

와 총렬주의 이론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연주에 나타나도록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렬주의와 총

렬주의에 의한 피아노 곡들은 음렬이론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강약, 주법, 리듬 등 음렬화 된 여러 음악요

소의 미세한 차이를 연주에 반영하기 까다로워 실제 연주가 회피되는 경향이 있다. 음렬 및 총렬기법을 연

주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음렬화 된 음고, 음가, 리듬, 강약에 대한 이론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이를 위하여 베베른의 <피아노 변주곡 Op. 27>과 메시앙의 <음가와 강세의 모드>에 나타난 음렬과 총

렬기법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기법들이 연주에 잘 반영되기 위한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해 피아니스트들이 음렬기법과 총렬기법을 보다 폭넓게 이해해서 이러한 기법이 사용된 피아노 작품

들을 연주무대에 보다 자주 올려 다양한 연주 레파토리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베베른, 음렬음악, 총렬음악, 점묘주의, 모드, 메시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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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세기 초반부터 장단조의 조성체계가 점차 무너지기 시작한 이후, 조성, 형식, 기법

등과 같은 전통양식은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쇤베르크(A. Schoenberg, 

1874-1951)와 그의 제자 베베른(A. Webern, 1883-1945), 베르크(A. Berg, 1885-1935)는 혁

신적인 음렬기법을 발전시켰고 20세기 음악가들에게 폭넓은 영향을 주었다. 쇤베르크

에 의해 고안된 12음 음고의 음렬기법은 그의 제자 중 특히 베베른에 의해 더욱 논리적

이고 계획적으로 발전되었고 이 후 음고 외에 음가, 강세, 주법 등 여러 요소를 음렬로

만드는 총렬음악의 탄생을 이끌었다. 독어권에서는 쇤베르크의 음렬음악을 ‘12음 기법

(Zwöfton Technik)’, 1950년대 이후 더욱 심화된 기법을 ‘음렬음악(Serielle Musik)’이라고

지칭하고 영어권에서는 12음기법에 의한 음악을 ‘음렬주의(Serialism), 1950년대 이후 음

렬음악을 ’총렬주의(Total serialism)'라고 한다1)(오희숙, 2004, p. 199).   

본 연구는 김도희(1998)의 후속연구로서 피아노 음악에 나타난 음렬기법과 총렬기법

을 함께 다루며 더 나아가 이러한 기법으로 작곡된 곡을 연주 할 때 어떻게 작곡가의

의도를 잘 살려 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 먼저 음렬음악과 총렬음악을 탐색하고, 베베른의 <피아노변주곡

Op. 27>과 메시앙의 <음가와 강세의 모드>에 사용된 음렬기법과 총렬기법에 대해 분석

하였으며, 이 두 곡에 사용된 음렬기법과 총렬기법을 효과적으로 연주하기 위한 다각적

인 제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베베른 <피아노변주곡 Op. 27> 음렬 분석은 스트라우스(Straus, 2000)의 C

를 절대값 0으로 보고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고, 메시앙의 <음가와 강세의 모드>는

작곡가 본인이 고안한 모드에 의해서 분석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Ⅱ. 음렬음악과 총렬음악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작곡가들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음악적 재료들을 조합하는 시도를 하였다. 특히 쇤베르크는 조성적 창작시기(1899-1907)를 

거쳐 12음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무조음악을 작곡하였고(1908-1921), 이 후 무조음악을

1) 본 논문에서는 영어권 표기를 따른다.



베베른의 ‘피아노 변주곡 Op. 27’과 메시앙의 ‘음가와 강세의 모드’에 나타난 음렬기법과 총렬기법 연구 및 연주를 위한 제안  33

더욱 체계화시킨 음렬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작곡하였다(차호성, 오희숙, 김미옥, 2012, 

p. 176). 

 음렬기법은 평균적으로 조율된 음계의 한 옥타브 안의 12음을 동등하게 취급하면

서, 음의 조직적 배열로 곡을 구성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음의 나열을 기본음

렬(Original)이라 하며, 전위형(Inversion), 역행형(Retrograde), 역행전위형(Retrograde Inversion)

등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또 이것은 12음 전부에서 각각 사용되어 48개의 음렬을

수반한다(김도희, 1998, p. 10에서 재인용). 음렬을 만드는 12음의 순서와 모형은 전적으

로 작곡가의 선택이다. 음렬과 그 변형은 선율을 이루는 단위가 되며 리듬의 패턴은 미

리 설정된 수법에 따라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Stein, 1975, p. 246). <예 1>은 기본형, 전

위형, 역행형, 역행전위형 음렬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오희숙, 2004, pp. 108-109). 

<예 1> 쇤베르크의 현악 4중주 No. 4(1936)에서 사용된 음렬의 예

쇤베르크의 영향을 직접 받은 두 제자 중 베르크가 음렬기법에 낭만주의적 요소를

첨가했다면, 베베른은 12음 기법을 독자적 양식으로 발전시킨다. 이러한 양식을 점묘주

의(Pointillism)라고 일컫는데, 점묘주의란 명칭은 음정의 도약이 심하고 음색이 자주 변

화함에 따라 음악의 흐름이 점들의 연속처럼 들리는 인상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홍정

수, 김미옥, 오희숙, 2006). 

음렬기법으로 작곡된 베베른의 <피아노 변주곡 Op. 27>은 3개 악장으로 구성되었으

며 베베른 작품 특성인 간결성과 대칭의 원리가 잘 드러나고 있다. 기본 음렬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작곡가가 자의적으로 만든 쇤베르크의 음렬과 달리, 베베른의 기본음

렬은 그 자체가 미리 논리적으로 계획되었으며 이러한 베베른의 음렬음악은 1950년대

총렬음악의 직접적 배경이 된다.

총렬음악은 1950년대 이후 유럽의 중심적 음악 경향으로 쇤베르크에 의해 고안된 음

렬기법에서 음고에만 제한하여 사용했던 음렬방식을 음가, 강세, 주법 등 음악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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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메시앙은 정교한 음악적 논리와 신비주의를 결합해 독특한 음악세계를 창조한 프랑

스 작곡가로 종교적 주제에 의한 곡을 많이 작곡했고 인도와 그리스 음악과 리듬의 영

향과 새소리를 음악적 영감의 소재로 삼았다. 동시에 정교한 리듬기법과 모드기법으로

20세기 후반 작곡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메시앙의 <음가와 강세의 모드>는 음고에

만 한정되었던 음렬기법을 음가, 강세, 주법까지 확대해 작곡한 곡으로 20세기 음악발

전의 기념비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홍정수, 김미숙, 오희숙, 2006, p. 526). 이 곡에서

메시앙은 음가, 강세, 주법 등 여러 음악요소를 음렬화 한 체계를 ‘모드’라고 하였다. 

메시앙의 <음가와 강세의 모드>는 그의 제자들 특히 불레즈(P. Boulez, 1925-)와 슈톡

하우젠(K. Stockhausen, 1928-2007)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본격적인 총렬음악 시대

를 열어가게 하였다. 불레즈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구조, Structure Ia, 1951>는 총렬

주의 기법이 더욱 극단적으로 적용되어 작곡된 곡으로 메시앙의 <음가와 강세의 모드>

에 사용된 음고와 리듬모드가 사용되었으며 음고, 음가, 강세, 주법 등의 음렬기법이 매

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통제 아래 사용되었다(김도희, 1998, p. 14). 

오보에, 베이스 클라리넷, 피아노, 타악기를 위한 슈톡하우젠의 <크로이츠슈필, 

Kreuzspiel, 1951>은 12개의 음고가 12개의 리듬으로 고정되어 음렬화되었고 시간적 공

간적으로 교차된다(오희숙, 2004, p. 204). 1950년대의 대표적 경향이었던 총렬음악은 현

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Ⅲ. 베베른 피아노 변주곡 Op. 27 

1936년 작곡된 베베른의 <피아노 변주곡 Op. 27>은 그의 유일한 피아노 독주곡으로

12음으로 이루어진 음렬을 사용해 작곡되었고 이 곡에 사용된 기본음렬은 <예 2>와 같

다. 1악장은 철저하게 3음군(trichord) 단위 음렬로 리듬이 전개된다. 기본음렬(Prime)2)에

서 파생된 역행음렬(R), 전위음렬(I), 역행전위음렬(RI)을 포함한 파생가능한 모든 음렬

의 구성은 <예 3>에서 보이는 도표(Matrix)와 같다. 

2) 본 논문의 베베른 음렬 지정은 스트라우스(Straus, 2000)의 절대값 0을 C로 보고, 1(C#), 2(D), 
3(D#), 4(E), 5(F), 6(F#), 7(G), 8(G#), 9(A), 10(A#,) 11(B)에 의한 음렬번호를 바탕으로 하고 기

본음렬을 Prime으로 한다. 예) P1은 시작음이 C#, I4는 시작음이 E.



베베른의 ‘피아노 변주곡 Op. 27’과 메시앙의 ‘음가와 강세의 모드’에 나타난 음렬기법과 총렬기법 연구 및 연주를 위한 제안  35

<예 2> 베베른 피아노 변주곡 Op. 27, 1악장 기본음렬 P4 서열번호(order number)

<예 3> 베베른 피아노 변주곡 Op. 27 매트릭스

베베른은 제시된 주제를 조성, 빠르기, 리듬, 화성 등을 여러 방법으로 변화시켜 전개

하는 전통적 변주곡형식에서 벗어나 12음렬 자체(48개 모두)를 음렬의 변주로 보고 넓

은 의미로써 이 곡을 변주곡이라 지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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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악장
베베른 피아노 변주곡 1악장은 ABA'의 복합 3부 형식으로 A는 주제, B는 A의 제 1

변주, A'는 제 2변주로 볼 수 있다. 1악장은 기본형(P), 전위형(I), 역행형(R), 역행전위형

(RI)의 음렬이 모두 사용되었는데 1악장의 구조와 사용된 음렬은 <표 1>과 같다.

<표 1> 베베른 피아노 변주곡 Op. 27 1악장 구조 및 음렬

구조 큰 악절 작은악절 마디  음렬 종류 (음렬 시작음)

A
(주제)

I
a 1-7   P4(E) / R4(B)

b 8-10  I6(F#) /RI6(B)

II
a' 11-15  R0(B) / P0(E)

b' 15-18  I6(F#) / RI6(B) 

B
(변주 1)

III

c 19-23 I11(B) / RI11(E) 

c' 22-26  R10(F) / P10(Bb)

c'' 26-30  I4(E) / RI4(A)

IV

d 30-32  R3(Bb) / P3(Eb)

d' 32-34  I9(A) / RI9(D)

d'' 35-36  R8(Eb) / P8(G#)

A'
(변주 2)

V
a'' 37-43  R8(Eb) / P8(G#)

b'' 44-46  RI10(Eb) / I10(Eb)

VI
a''' 47-51  I3(Eb) / RI3(G#)

b''' 51-54  R1(G#) / P1(C#)

베베른 <피아노 변주곡 Op. 27>의 1악장은 음렬진행과 리듬에 있어 철저한 대칭구조

를 바탕으로 작곡되었다. A부분(마디 1-18)의 각 작은악절에 사용된 음렬은 P4/R4, 

I6/RI6, R0/P0 와 같이 종류는 다르지만 4-4, 6-6, 0-0 등 같은 음렬번호를 공유하며 수평적

대칭을 이룬다. A부분의 시작은 윗 성부에서 E를 첫 음으로 하는 P4 음렬이, 아래 성부

에서는 B를 첫 음으로 하는 R4 음렬이 동시에 전개된다. 그러나 마디 4를 축으로 두 성

부 사이의 음렬이 성부를 바꾸어 진행되며, 마디 4-7의 음렬을 P4와 R4 구성음 두 가지

로 분석하면 수평적으로 대칭을 이루게 된다. 음렬만이 아니라 두 성부의 리듬도 수평

적 대칭과 대각선 방향의 대칭이 동시에 발생한다(김규태, 문성희, 2000,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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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베베른 피아노 변주곡 Op. 27 마디 1-7 대칭구조

P4

R4

3음군 단위 진행

마디 8-10의 b부분은 I6와 RI6 음렬이 사용되었는데 마디 9를 축으로 하여 음렬과 리

듬사이의 대칭구조를 보인다. 음렬과 리듬의 대칭 외에 강약의 대칭도 발생하는데 A부

분(마디 1-18)에 사용된 다이나믹을 살펴보면 마디 11의 f를 축으로 pp-p-f-p-pp의 진행

이 나타난다.

1악장은 3/16박자이지만 처음부터 이 박자감은 명확히 느껴지지 않는다. 음렬의 흐름

과 대칭구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16분음표를 단위로 하는 리듬군을 새로 편성할 수

있는데 a부분(마디 1-7)은 첫 16분쉼표를 쉬고 그 다음부터 5개의 16분음표 단위 리듬

군으로 묶으면 5-5-5-5로 구성된 편성이 나타난다. b부분(마디 8-10)은 3/16박자를 정확

히 느낄 수 있는 3-3-3 단위로 진행된다. 이러한 편성은 베베른이 의도한 대칭구조를 더

욱 잘 느끼게 함과 동시에 리듬군에 따른 자연스러운 프레이즈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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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베베른 1악장 리듬군 표시

    리듬군 5                       5                    5 

              5                     3                3                 3 

a

b

 연주 시 음렬의 흐름과 대칭을 잘 표현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의 연습

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음렬을 분석하며 각각의 음렬을 악보에 다른 색으로 표시해

음렬 진행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두 개의 음렬이 동시에 전개 될 경우 피아노 외 현

악기나 관악기 등 다른 악기 음색의 대비를 상상하며 연습한다. 둘째, 주어진 박자표에

맞추어 곡을 천천히 익히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예 4>와 같이 리듬군을 재편성해

음렬의 대칭과 프레이즈를 더욱 느끼며 연습한다. 셋째, 강약과 페달을 적용한다. 이러

한 단계별 연습방법은 베베른 피아노 변주곡 외 다른 음렬음악에도 적용 할 수 있다. 

페달은 화성적 울림을 고려해 사용할 수 있지만 각 음렬별로 페달 사용 여부를 결정해

페달을 많이 사용한 음렬 진행과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한 음렬의 건조한 음향의 대비

를 통해 명확한 음렬 진행의 구분을 청각적으로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

1악장의 중간부분 B부분(마디 19-36)은 I11, RI11, R10, P10, I4, RI4, R3, P3, I9, RI9, R8, P8 

등 모두 12개의 음렬이 사용되었다. B부분은 작은악절이 세 개씩으로 구성된 두 섹션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마디 19-30)은 성부사이의 음렬교차는 없으며 각 작은악

절은 대칭축을 중심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성부간의 리듬 대칭이 나타난다. B부분은 16

분음표가 지배적이었던 A부분(마디 1-18)과 비교해 32분음표 중심의 보다 빠른 음악적

진행을 보이며 텍스쳐도 불규칙적이다. 강약에 있어서도 피아노(p)의 영역이 우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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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A부분과 비교해 포르테(f)가 지배적이다(김혜선, 2010, p. 112). 

B부분은 세 개의 32분음표 음가를 한 단위로 하는 리듬군에 의해서도 분석 할 수 있

는데 리듬군 진행 다음의감8도(장7도)의 화성적 음향을종지(cadence)로 간주할 수 있다. 

이 32분음표 ‘리듬군-종지’ 다음은 16분음표나 점16분음표의 단음 4개로 이루어진 선율

과 또다른 감8도 종지가 등장하는데 마디 19-29사이에 이러한 패턴을 살펴보면 리듬군

진행의 숫자가 점점 증가해 결과적으로 프레이즈의 길이가 길어지는 진행을 보인다. 

<예 4> 베베른 피아노 변주곡 Op.27, 1악장 B 부분 마디 19-29, 리듬군-종지 패턴

리듬군 집합의 강약이 포르테(f)이고 빠르기에 변화가 없는 반면, 화성 감8도는 피아

노(p)이고 리타르단도 표시와 함께 나와 종지의 역할을 더욱 강조한다. 이 곡은 장7도

음향이 빈번히 사용되었는데 A부분은 장7도가 화성적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B부분(마

디 19-36)은 종지를 제외하고 장7도가 선율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연주자는 음렬진행의

이해와 함께 리듬군과 종지 패턴을 프레이즈로 재인식해 연습하는 것이 권장된다. 



40  음악교수법연구(제15집, 2015. 02)

<악보 3> 베베른 피아노 변주곡 Op.27, 1악장 B 부분 마디 19-30

작은악절 대칭축

⑤       I11

 ⑥  R10                            대칭축      
                  

 ⑦ I4

 대칭축 ⑧ R3

  R11  1(리듬군)     2     종지 1(단음) 2             3       4     종지 
   

          1     P10   2               3      종지 1   2           3

     4   종지 1             2     RI4   3             4     종지

   1   2           3         4      종지 P3

B부분의 두 번째 부분(마디 30-46)은 32분음표 리듬군의 진행이 급격하게 나타나며

처음으로 포르티시모(ff)가 등장해 1악장의 클라이막스를 조성한다. 성부사이의 음렬교

차가 나타나며 마디 31, 33, 36의 3음군의 중간음을 축으로 하여 리듬과 음고의 대칭이

수평적으로 발생한다. 

A'부분(마디 47-54)은 A부분과 같은 음렬형태, 리듬요소, 음정 결합 등이 재연된다. A'

부분의 음렬은 A부분의 음렬이 이조되어 나타나며 A부분의 작은악절 ① ②의 오른손

과 왼손의 리듬이 A'부분의 작은악절 ⑪ ⑫에서는 그 위치를 서로 바꾸어 진행되어 리

듬의 대칭을 형성한다(김규태 외, 2000,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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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5> 베베른 피아노 변주곡 Op.27, 1악장 A와 A'부분 리듬 대칭

강약에 있어서도 마디 45-46을 축으로 하여 pp-p-pp-p 축 p-pp-p-pp의 수평적 대칭구

조를 보인다.

2. 2악장
베베른 <피아노 변주곡 Op. 27> 2악장은 AB 두도막 형식이며 2음군(dyad) 집합의 반

진행 대위법으로 전개된다. 2악장은 8분음표 위주의 진행으로 넓은 범위의 음역에서 음

을 경제적으로 사용해 점을 찍는 듯 하는 음향을 창출하는 점묘주의기법이 사용되었다. 

2악장은 5개의 특정 리듬이 사용되었는데 각각의 리듬은 특정 주법과 강약기호가 결합

해 음고 외의 여러 음악요소를 음렬화 한 총렬음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오희숙, 

2004, p. 120). 

<예 6> 베베른 피아노 변주곡 Op. 27, 2악장에 사용된 리듬, 주법, 강약

리듬
 

주법
  슬러 스타카토 테누토 슬러+      액센트

                                         스타카토

강약   p, f           p, f          f             p, f, ff      f, ff 

2악장은 기본형(P)과 전위형(I) 음렬만 사용되었으며 두 가지 음렬이 동시에 진행하

는데 성부간 음렬의 교차를 보여주기도 하며, 대부분의 새로운 음렬의 첫 음은 그 전

음렬의 마지막 음과 항상 중첩되어 나타난다. 또한 음렬 구성음 5-6-7음은 항상 감5도

와 완전4도로 이루어진 3화음(trichord)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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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베베른 피아노 변주곡 Op. 27, 2악장 구조와 음렬

악절 마디 사용된 음렬 악절 마디 사용된 음렬

A
주제

a 1-5 I10/Bb, P8/G# B
변주

c 11-17 P10/Bb, I8/G#

b 6-11 I3/Eb, P3/D#   d 17-22 P1/C#, I5/F 

2악장은 2음군 불변집합(Invariant set)의 연속진행인데 G#-Bb, A-A, F-C#, G-B, E-D, 

F#-C, Eb-Eb 등 총 7가지 형태가 각기 다른 음렬 속에서 계속 나타난다(Straus, 2000, p. 

162). 불변집합이란 말 그대로 변함이 없는 집합이라는 뜻으로 음렬 구성에서 같은 음

형이 음악에 반복되어 나타나 음렬이 달라지더라도 곡 전체에 응집성을 부여한다(김경

자, 2013, p. 60)

2악장의 모든 음렬을 도식화하면 <예 7>과 같은데 두 개의 음렬이 겹쳐지면서 두 음

들이 이루는 음정관계가 완전1도(완전8도), 장2도(장9도, 단7도), 단2도, 장3도(단6도), 

증4도(감5도)형태로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김혜선, 2010, pp. 114-115). 

<예 7> 베베른 피아노 변주곡 Op. 27, 2악장 음렬 겹침과 불변집합의 예

I10

P8

I3

P3

P10

I8

I5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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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베베른 피아노 변주곡 Op. 27, 2악장

 A

B

P8

I10

P3

I3 I8

P10

     음렬

     겹침

음렬교차

유일하게 동음이 반복되는 A는 중심음의 개념도 프레이즈의 시작음도 아니지만 모

든 2음군을 놓고 볼 때 음역적으로 가운데 위치하며 2악장의 초점이 되는 중요한 음으

로 볼 수 있다(Lester, 1989, p. 202).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2음군의 두 음들이 같은

음정, 다른 음역에서 나타나는 편차를 느끼면서 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악장은

총렬음악의 등장에 영향을 주었다고 앞에서 언급했는데 음렬분석 후 2음군 단위의 음

고, 음정, 강약, 주법 등 여러 음악요소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지 이해

하고 연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음군이 대위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2개나 3개의 2음

군 단위를 하나로 묶어 연습하며 음렬의 진행, 강약 교차 및 주법의 변화 등 여러 요소

의 결합을 패턴화해서 습득하는 것이 효과적인 연주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악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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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베베른 피아노 변주곡 Op. 27, 2악장 주제부분

3. 3악장
베베른 <피아노 변주곡 Op. 27>의 3악장은 주제와 5개의 변주로 구성되어 1, 2악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변주곡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두 개의 음렬이 동시에 나타난

1, 2악장과는 다르게 3악장은 1개의 음렬이 단독으로 진행되고 다음 음렬이 등장하는 구

조인데 변주부분에서는 선행 음렬의 마지막 두음과 후행 음렬의 첫 두 음이 서로 공유

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3악장의 전체적인 구조와 사용된 음렬은 <표 3>과 같다. 

<표 3> 베베른 피아노 변주곡 Op. 27, 3악장 구조와 음렬

마디 음렬 마디 음렬

주제

1-12
a(1-5) 
b(5-9) 
c(9-12)

R8/Eb
RI10/Eb
P8/G#

제3변주 34-43
P4/E
I7/G

RI6/B

I6/F#
R8/D#

제1변주 12-23

R9/E  
I10/Bb
R8/D#
I11/B

I5/F
I11/B
I4/E

제4변주 43-55

I9/A
R11/F#
I0/C
R2/A

I3/Eb
R5/C
I6/F#

제2변주 23-34
I9/A
P2/D
P9/A

I4/E
P9/A

제5변주 56-66

R8/D#
P8/G#
RI11/E
I11/B

P8/G#
RI10/Eb

3악장의 주제부분은 세 개의 작은악절 a부분(마디 1-5), b부분(마디 5-9), c부분(마디

9-12)로 구성되었으며 온음표, 점2분음표, 2분음표, 4분음표 위주의 진행으로 8분음표, 

16분음표의 사용이 우세했던 1, 2악장과 비교해 음악적 진행이 느리다. 작은악절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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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에 사용된 음렬은 R8, RI10, P8 세 가지인데 b부분(마디 5-9)을 축으로 하여 R8 음렬 구

성음 (Eb-B-B....F-A-G#)과 P8 음렬 구성음(G#-A-F....Bb-B, Eb)이 대칭을 이룬다. 또한 주제

부분의 각 작은악절은 강약기호를 중심으로 특정 숫자의 음군을 형성하는데 a와 b부분

은 각각 4음군-5음군-3음군, c부분은 6음군-6음군으로 형성되어 베베른 특유의 계획적

이고 구조적인 작곡기법을 드러낸다(음악지우사, 2002, pp. 171-172). 

<악보 6> 베베른 피아노 변주곡 Op. 27, 3악장 주제

a

b

c

R8

R10

P8

           4음군 5음군

     3음군 4음군

     5음군 3음군 

   6음군 6음군

제 1변주

주제 부분은 느리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음렬을 표현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는

데 길고 짧은 음표들의 음가의 대비를 충분히 인지하며 서로 다른 강약과 주법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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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표현되는 장7도(감8도)선율이 연주에 잘 나타나도록 쳐야 한다.  

제 1변주(마디 12-23)는 7개의 음렬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5개가 전위형(I)이다. 4분음

표 스타카토가 특징적이며 장 7도(감8도) 음정이 화성적으로 나타난다. 5개의 음렬이

사용된 제 2변주(마디 23-34)는 동음 스타카토의 반복 음형과 감5도와 완전4도로 된 점

2분음표으로 된 3화음이 특징이다. 제2변주에 나타나는 3화음은 2악장에서 나타난 3화

음과 음정관계가 동일하다. 1악장에서도 증4도와 완전4도의 3화음이 있어 결과적으로

세 악장 모두 화성적 연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제 1변주에 화성적으로 나타난 장7도

는 제 2변주에서 다시 선율적으로 등장한다. 

제 3변주(마디 34-43)는 5개의 음렬이 사용되었으며 8분음표의 장7도와 단7도 선율적

음정과 감5도와 완전4도 구성의 2분음표 3화음이 서로 대비되어 대위법적 기법과 화성

적 음향의 대비가 동시에 나타난다. 제 3변주는 베베른 특유의 대칭구조가 두 번 등장

하는데 첫 번째 대칭은 마디 33-38 사이에 마디 36을 대칭축으로 하여 발생하고 두 번

째는 마디 38-42 사이에 마디 40을 대칭축으로 하여 나타난다. 

<악보 7> 베베른 피아노 변주곡 Op. 27 3악장 제3변주 마디 34-37, 대칭부분의 예

 대칭축

제 4변주(마디 43-55)는 전위형(I)과 역행형(R) 음렬이 7개 사용되었으며 4분음표와 8

분음표 중심의 빠른 대위법적 전개가 특징적인데 이러한 진행은 2악장에서 이미 사용

되었다. 이러한 두 악장의 유사한 특징은 공통적인 3화음의 사용과 더불어 악장들 사이

의 연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제 4변주는 전반적으로 포르티시모(ff)로 되어 빠른 진

행과 함께 음악적으로 고조되는 분위기를 나타낸다. 6개의 음렬이 사용된 제 5변주(마

디 56-66)는 종결구로 피아니시모(ppp)부터 피아노(p)에 이르는 다이나믹을 바탕으로 3

화음 중심의 진행이 조용히 전개된다. 제 5변주에서도 마디 58과 61의 3화음을 대칭축

으로 하는 두 개의 대칭구조가 나타난다.

베베른은 저음역, 중간음역, 고음역을 자유로이 드나들며 음을 경제적으로 사용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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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큰 음역 차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이 분명히 있다. 세 악장을 통틀어 가장 높은 음인

A음이 3악장 제 3변주 마디 53부터 54에 걸쳐 가장 센 다이나믹인 molto ff와 액센트로

세 번 강조되었으며 클라이막스로 볼 수 있다. 스타들렌(P. Stadlen, 1910-1996)은 마디

53-55에서 최고음 A가 나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페달 사용에 대한 베베른의 요구

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Kolneder, 1988, p. 95) <악보 8 참조> 

제 5변주 마지막 마디에 가장 낮은음인 B가 피아니시모(ppp)로 표현되었는데 클라이

막스에 대한 해결 볼 수 있으며 마지막 마디의 최저음 B가 포함한 화음으로 곡 전체가

마무리된다. 

<악보 8> 베베른 피아노 변주곡 Op. 27, 최고음 클라이막스 부분 페달과 최저음

최저음 B

최고음 A

        ped. * ped. *

        ped. * ped.              * ped.                      * p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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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메시앙 음가와 강세의 모드

1. 메시앙 음가와 강세의 모드에 사용된 모드
1949년 다름슈타트에서 연주된 메시앙의 <음가와 강세의 모드>는 음고 외에 리듬, 

셈여림, 터치의 종류까지 음렬화하는 새로운 시도에 의해 작곡된 곡으로 이러한 시도는

총체적 음렬주의 혹은 총렬주의라 불리며 독일의 슈톡하우젠, 프랑스의 불레즈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박유미, 2013, pp. 381-382). 메시앙(Messiaen, 1950)은 악보의 서두에 음역

을 세 가지로 분류해 Division I, II, III로 지정하고 본인이 고안한 36개의 음고, 24개의

음가, 12개의 주법, 7개의 강세를 제시하고 있다.<예 8-12> 

음가의 모드는 각각의 Division과 대응하는데 Division I은 32분음표로 시작되는 12개

의 리듬 반음계가, Division II는 16분음표로 시작되는 12개의 리듬 반음계가, Division 

III는 8분음표로 시작되는 12개의 리듬 반음계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12종류의 리듬이

서로 겹치게 되므로 결국 총 24개의 서로 다른 음가가 발생한다(김도희, 1998, p. 20).

<예 8> 메시앙 음가와 강세의 모드, 3개의 Division에서 사용된 음가

<예 9> 메시앙 음가와 강세의 모드, 24개의 음가

메시앙이 음가와 강세의 모드에서 제시한 강세는 mp를 제외한 다음의 일곱 종류이며

강세는 12가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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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0> 메시앙 음가와 강세의 모드, 7개의 강세

<예 11> 메시앙 음가와 강세의 모드, 12개의 주법

           12번은 특정 표시가 없는 경우

<음가와 강세의 모드>의 모든 성부에 나타나는 음고 모드는 <예 12>와 같다. 각 성

부의 음고는 높은 음역에서 낮은 음역으로 하행 진행하며 음이 낮아질수록 음가가 길

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음가와 음고는 순차적으로 나열되었으나 강약과 주법은 특정

한 순서없이 자유롭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 12> 메시앙 음가와 강세의 모드, 각 성부에 사용된 음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음가와 강세의 모드> 전체에서 쓰인 모드의 각 음의 사용 빈도수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은데 음고가 높고 리듬이 짧은 경우 등장하는 빈도가 높고 긴 음가를 가진 저음은

적게 등장하는 것을 <표 4>를 통해 알 수 있다(김서경, 1985, p.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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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메시앙 음가와 강세의 모드, 모드 구성음 사용 빈도

Div. I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빈도수 33 29 26 28 21 18 18 26 20 19 23 28

Div. II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빈도수 35 25 21 22 15 12 10 11 11 9 7 7

Div. III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빈도수 20 13 13 8 10 8 6 4 5 4 4 3

2. 동기 
음고모드 1-2-3이 주요 동기를 형성하는데 Division I, II는 음고 1-2-3의 동기가 첫 부

분에 등장하지만 Division III은 마디 8에 음열 1-2로 구성된 동기가 나타난다. 세 성부

에 나타나는 특징적 동기는 <예 7>과 같다(Song, 2008, vol. 2, p. 18). Division I, III의 동

기 구성음 1, 2는 음가, 강약, 주법, 음역은 다르지만 Eb과 D의 음고가 같다. Division II

의 동기는 완전5도와 장2도 구성으로 Division I의 동기를 이루는 단2와 완전4도 음정과

비교해 음정 도수 2도와 완전음정 4, 5도 자리바꿈관계를 공유한다. 따라서 각 Division

의 동기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13> 메시앙 음가와 강세의 모드, 세 성부의 동기

Div. I Div. II Div. III

메시앙은 미리 계획된 음고, 음가, 강세, 주법의 모드를 이용해 작곡하여 특정 음고를

가진 음은 항상 똑같은 음가와, 강세, 주법을 가지게 하였다. 예를 들어 Div. II의 음고

모드 1의 G는 항상 16분음표로 액센트와 스타카토를 가지며 sff 강세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베베른이 미리 계획된 음렬의 12음을 거의 순차적으로 사용한데 비해 메시

앙은 도입부에서 Division I, II의 경우 모드의 12음을 순서의 교차나 반복을 보이며 사

용했고, Division III은 동기를 이루는 1, 2번 음이 처음에 나타나지 않아 임의의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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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구성음을 배열한 것을 알 수 있다. Division I 마디 1-2에서는 장 2도 음정구조에서

온음-반음, 반음-온음 진행을 보이는 되돌아가는 반음계(Returning chromatic scale)가

Division II 마디 4-6은 반음계가 나타난다(김도희, 1998, pp. 24-25)

<악보 9> 메시앙 음가와 강세의 모드, 마디 1-10

Div. 1 동기

Div. 2 
동기

Div. 3 동기

되돌아가는 반음계

반음계

3. 기보법
메시앙의 ‘음가와 강세의 모드’는 박자표가 없지만 리듬의 전개를 보면 2/4박자나 4/8

박자로 간주할 수 있다. 3단 보표를 사용한 <음가와 강세의 모드> 기보방식은 중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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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음악에 관심이 많았고 오르가니스트로도 활약했던 그의 성향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메시앙의 곡을 바하(J. S. Bach, 1685-1750)의 오르간을 위한 프렐류드와 푸

가, 르네상스 시대의 파워(L. Power, 1370-1445)의 곡과 비교해 보면 3성부의 유사한 기

보방식을 채택했음을 알 수 있다. 모두 저음역의 페달포인트 위로 위 두성부의 대위법

적 진행이 나타나는 공통점을 보인다. <악보 10-12>

메시앙은 새소리에 관심이 많아 새소리를 모방한 리듬을 반영해 그의 작품에 사용하

였는데 <음가와 강세의 모드> Division I, II의 짧은 음가로 이루어진 불규칙적인 리듬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백병동, 2007, p. 225). Division III는 포르테 영역의 긴 음가

의 음들이 페달 포인트의 역할을 하며 위 두 성부를 화성적으로 지지하는 음향을 창출

하고 있다. 

<악보 10> 메시앙 음가와 강세의 모드

<악보 11> 바하 오르간 프렐류드와 푸가 다장조 BWV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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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레오넬 파워, 미사 Alma redemptoris mater: Gloria and Credo

 

4. 모드 사용 방식 - 변주, 대칭 
메시앙은 <음가와 강세의 모드>에서 모드의 구성음을 부분 혹은 12음 모두를 사용했

는데 변주, 역행, 대칭 등의 방식으로 음렬패턴을 변형하였다. Division I의 동기 1-2-3의

모드 순서가 (4)-3-2-1, 1-3-2-(4), (4)-2-3-1 등으로 변경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Division II

의 동기 역시 3-2-1, 3-1-2, 2-3-1, 1-3-2 등의 패턴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ivision III의 1-2 패턴도 그대로 나타나거나 2-1로 역행하여 등장한다(김도희, 1998). 

모드 구성음 12음이 1번부터 나타난 경우는 <표 5>와 같다. 

<표 5> 메시앙 음가와 강세의 모드, 모드 구성음이 1부터 시작된 예

Div. I

마디 1-6 1-2-3-4-6-5-7-10-11-12-11-8-9 (11 두 번 사용)

마디 24-28 1-12-2-11-3-10-4-9-5-8-6-7

마디 36-42 1-11-3-9-5-7-8-4-10-2-12 (6 제외)

마디 103-107 1-2-3-4-5-6-7-8-9-10-12-11

Div. II
마디 29-39 1-2-3-12-11-10-5-4-6-9-8-7

마디 39-49 1-11-3-9-5-7-8-4-10-2-12-6

Div. III 마디 103-107 1-7-2-8-3-9-4-10-5-11-6-12

모드 구성음이 12개 다 나오지만 1번부터 시작하지 않는 예는 Division I, II에서 <표

6>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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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메시앙 음가와 강세의 모드, 모드 구성음이 12개 모두 나타난 예

Div. I
마디 53-57 6-7-12-1-5-8-11-2-4-9-10-3

마디 81-86 8-1-12-7-2-11-6-3-10-5-4-9

Div. II 마디 86-96 9-4-5-10-3-6-11-2-7-12-1-8

베베른의 경우 음렬과 리듬의 수평적 혹은 대각선방향의 대칭구조를 보이는데 메시

앙도 모드에 사용된 특정 음들 사이에 대칭구조를 사용하였다. <악보 13> 더 나아가 마

디 81-96 사이에 Division I, II는 마디 86을 축으로 하여 모드 구성음 배열의 대칭관계가

나타난다(Song, 2008, vol. 2, p. 15).

<악보 13> 메시앙 음가와 강세의 모드, 부분 대칭구조, 마디 107-108

<예 14> 메시앙 음가와 강세의 모드, 모드 12개 구성음 배열의 대칭

축: 마디 86Div. I (마디 81-86)  Div. II (마디 86-96)

대칭구조는 음렬이나 모드의 음고나 리듬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나믹에서도

발견된다. 마디 48-49사이에 f-mf-mf-f의 진행이, 마디 65에 f-ppp-ff-ppp-f의 진행이 나타

난다. 

<음가와 강세의 모드>의 구조는 세 Division 36음 중 가장 낮고 가장 긴 음가를 가지

며 가장 센 다이나믹(sfff)을 가진 C#을 기준으로 하여 넓은 의미의 3부 형식으로 볼 수

있다. C#은 마디 26-31, 78-80 그리고 곡의 마지막 부분 112-115에 세 차례 등장하지만

C#이 3-5마디에 지속되는 동안 Division I, II의 동기가 서로 다른 시점에서 나타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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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섹션의 구분이 모호하다. 따라서 명확한 구조를 정의내리기는 어렵다고 송(Song, 

2008)은 언급하고 있다.

5. 연주를 위한 제안
1) 모드의 이해와 프레이징

음렬 구성음 12개가 거의 순차적으로 등장하여 주제와 변주를 이루며 음렬 한 세트

(set)나 두 세트를 한 프레이즈로 볼 수 있는 베베른의 <피아노 변주곡 Op. 27>과는 달

리 메시앙의 <음가와 강세의 모드>는 곡 전체가 여러 모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

어 프레이즈를 느끼며 치기가 쉽지 않다. 세 성부의 동기 출연 위치도 각각 다르고 어

떤 규칙성을 가지고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연주자의 입장에서는 프레이즈를 어떻게 만

들어 음악적 호흡을 끌고 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프레이즈나 섹션별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음가와 강세의 모드>를 효과적으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드를 이해하고 또

각 Division의 동기를 인식하여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는지 식별하고 이것을 단서로 프

레이즈를 만들어 연습하는 것이 권장된다. 악보에 동기가 나타나는 부분을 뚜렷하게 표

시하고 특히 모드 구성음 12개가 다 나타나는 경우는 그 첫 음을 프레이즈의 시작으로

보고 모드의 구성음의 진행을 느끼며 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베른의 <피아노 변주곡>

의 경우처럼 현악기, 관악기 등 각 Division별로 다른 악기 음색을 상상하며 연습하며 각

성부별로 음렬진행을 이해하는 방법도 있다. 또 Division I-II, I-III, II-III으로 두 성부씩

연습하며 대위법적 선율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세 성부이기 때문에 Division I은 오

른손으로, II와 III은 왼손으로 칠 수 있는데, Division II와 III의 선율의 도약이 동시에 나

타난 경우 Division II의 선율을 오른손과 왼손으로 나누어 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약이 심한 선율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레가토 표현을 위해 음을 누른 상태에서 다

른 손가락 번호로 바꾸어 칠 수 있으며 Division III의 페달 포인트의 경우 지속을 위해

페달을 길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윗 성부의 쉼표가 지켜지지 않거나 울리는 음향

에 의해 미세한 강약이 표현되지 않을 수 있다. 화성에 따라 페달은 반만 누르는 1/2 페

달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진행에 따라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 긴 음가가 두 세 마

디 지속되는 경우 울림이 사라지기 전 다시 치는 방법으로 페달포인트 음을 지속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붙임줄이 지켜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 연주자는 위 두 가지 방

법을 상충하여 세 성부의 정확한 리듬과 강약표현이 나타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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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메시앙 음가와 강세의 모드, 프레이즈, 핑거링, 페달 사용의 예

동기

ped.

ped. ped. ped.

ped.                                   ped.

Div. I 모드 12음 등장

(C#다시 치기)

2) 강세
<음가와 강세의 모드> 연주 시 가장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은 성부별로 다르고 한음

마다 극단적으로 바뀌는 셈여림의 표현이다. 강약모드를 주법모드와 연관지어 포르티

시모(ff)는 주로 액센트, 포르테(f)는 테누토, 메조 포르테(mf)는 슬러나 슬러 스타카토, 

피아노(p)와 피아니시모(pp)는 테누토 혹은 붙임줄로 두세 음이 연결된 구조, 피아니시

시모(ppp)는 최고음 두음만 적용되고 포르티시시모(fff)의 경우는 최저음에만 적용된다

는 사실을 인지하고 연습하면 강약의 교차를 미리 예상할 수 있어 곡을 익히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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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라이막스의 이해
이 곡은 수평적으로 대위법적 진행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고 크레센도나 디미

누엔도 혹은 리타르단도나 아 템포와 같은 셈여림 변화표나 빠르기 변화표가 나타나

있지 않고 기승전결이나 점진적으로 고조되는 특정부분이 곡 중간에 없기 때문에 연주

자와 청중 모두 음악의 긴장과 이완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곡의 마지막 부분에

서 모드 구성음 12개가 Division I에서 나타나고 Division II, III의 동기와 또 두 Division

의 최고음 G(sff)와 Eb(ff)이 반복되며 최저음 C#(sfff)으로 끝나는 과정을 곡 전체의 클라

이막스로 간주할 수 있다. 메시앙은 <음가와 강세의 모드>에서 첫 음을 곡 전체를 통틀

어 가장 높고 가장 여린 다이나믹인 피아니시모(ppp)를 가진 Eb으로 또 이 곡의 마지막

을 가장 센 다이나믹을 가진 C#(sfff)으로 끝내면서 계획적인 음역사용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Division III의 C#은 곡 전체를 통틀어 세 번만 등장하는데, 등장할 때 마다 센

다이나믹과 긴 음가를 강조하기 위해 손가락이 아니라 주먹을 쥐어 무겁고 느리게 건

반을 내리치는 주법을 사용해 치면 연주에 있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악보 15> 메시앙 음가와 강세의 모드, 끝부분 마디 107-115

      최저음

최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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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음렬기법과 총렬기법이 어떻게 피아노 음악에 작곡의 기초로 사용되었는

지 살펴보고 이러한 기법이 적용된 피아노 곡들의 실제 연주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쇤베르크에 의해 처음 시작된 음렬주의는 체계화된 무조주의 음악으로 그의 제자 베

베른은 더욱 첨예화된 논리적 사고를 적용해 음렬기법을 발전시켰다. 1936년 작곡된 베

베른의 유일한 피아노 독주곡인 <피아노 변주곡 Op. 27>은 음렬 구성음 12음을 계획적

이고 논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간결하고 경제적인 음의 사용으로 점묘주의적 특징을

보인다. 베베른은 이 작품에서 기존의 변주곡과 다르게 음렬자체를 변주의 요소로 보고

기본형(P),전위형(I), 역행형(R), 역행전위형(RI)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음렬을 전개하

였고 음렬 구성음 배치와 리듬에 있어 대칭기법을 사용하었다. 1악장은 세도막형식

(ABA'), 2악장은 두도막형식(AB), 3악장은 주제와 5개의 변주로 구성되었는데 2악장에

서 특정 리듬과 강세, 주법을 결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베베른식의 이러한 음렬주의

는 1950년대의 총렬주의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1949년에 작곡된 메시앙의 <음가와 강세의 모드>는 불의 섬 I, II, 리듬 네우마와 함

께 <네 개의 리듬적 연습곡>를 구성하는 네 곡 중 하나로 음고 외에 음가, 강세, 리듬, 

주법, 음색 등 여러 음악요소가 음렬화되어 작곡된 최초의 총렬주의 음악이다. 메시앙

은 음렬화 체계를 ‘모드’라고 하고 36개의 음고모드와 24개의 음가모드, 12개의 주법모

드와 7개의 강세모드를 사용하였다. 이 곡은 디비전(Division) I，II, III으로 불리는 세

성부의 동기가 대위법적으로 전개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베베른의 <피아노 변주곡 Op. 27>과 메시앙의 <음가와 강세의 모드>는 음렬과 모드

라는 특징적인 기법을 사용해 작곡되었고 음렬의 변주기법, 음렬과 리듬, 강약에 있어

대칭구조 사용 그리고 최저음과 최고음의 계획적인 배치에 있어 일종의 유사점을 나타

낸다. 차이점으로는 음고만 음렬화한 베베른의 <피아노 변주곡 Op. 27>과 달리 메시앙

의 <음가와 강세의 모드>는 음고외의 리듬, 강세, 주법까지 순서를 부여해 음렬화시켰

다는 것과 구조에 있어서 명확함을 보이는 베베른의 곡과는 다르게 메시앙의 곡은 구

조를 정의하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두 작품 모두 음악사에 있어 기념비적인 의의를 지닌 중요한 곡이지만 음렬분석의

어려움과 앞서 언급된 여러 음악요소의 미세한 차이를 정확히 연주로 표현하는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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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고 청중도 이것을 이해하며 감상하기가 쉽지 않아 연주가 회피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 음군을 단위로 하는 리듬군의 재편성, 성부별로 피아노 외 다른 악

기 음색 상상하며 연습해 음렬진행 익히기, 음렬에 따른 프레이즈 구분 제안, 핑거링, 

페달링 등 음렬 혹은 총렬기법으로 작곡된 곡들의 효과적인 연주를 위한 여러 제안들

을 함께 모색하였다. 앞으로 음렬 혹은 총렬기법으로 작곡된 피아노 음악이 더욱 자주

무대에서 연주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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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erial and Total Serial Techniques in Webern's 
Variation for piano Op. 27 and Messiaen's Mode de valeurs 

et d'intensités and suggestions for performance

Kim, Do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theory of Serialism and Total Serialism 

through researching Webern's Piano Variation Op. 27 and Messiaen's Mode de valeurs et 

d'intensités and to examine how the theory can be effectively appeared in performance. 

Performance of piano pieces based on Serialism and Total Serialism is tend to be avoided 

because understanding serial technique theory is difficult and hard to reflect subtle 

differences of various music elements such as dynamics, attack and rhythm in series in 

actual performance. For Serial and Total serial techniques to be brought out well in 

performanc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ory of pitch, value of note, rhythm and 

dynamic in series in advance. 

To achieve this purpose, Serial and Total serial techniques in Webern's Piano Variation 

Op. 27 and Messiaen's Mode de valeurs et d'intensités are studied and methods to reflect 

these techniques well in performance are searched in various ways. It is expected that though 

this research, pianists would understand widely Serial and Total serial techniques and 

perform more often piano pieces based on these techniques  at a stage building diverse 

performance repertoire. 

Keywords: Webern, Serial Music, Total Serial Music, Pointillism, Mode, Messia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