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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지난 50여 년간 북한의 음악은 주체사상이 이끄는 주체 음악적 관점에서 설명
되었고,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는 정치사회학적 맥락에서의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북한의 피아노 음악은 주체음악의 틀속에서 서양 기보법과 서양악기를 사용하므
로, 서양음악사 맥락에서의 조명이 필요하다. 북한의 피아노곡을 살펴보면, 상당
히 많은 숫자의 곡에 체제의 홍보를 위한 듯 보이는 정치적 타이틀이 붙어있다. 
하지만 북한 피아노 음악의 전반적 경향과 작품에 사용된 음악어법은 순수하게 
소리가 가지는 의미를 재구성한다는 면에서 타이틀과 분리되어 조명되어야 한다. 
서양음악사적 시각에서 북한의 음악은, 민족적 정서가 드러난, 낭만주의 풍을 기
조로 한 국민악파에 속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전문가 교육영역(학부, 전문
부)에서 배우는 6개의 피아노곡을 발췌하여, 음악어법에서 나타나는 낭만주의와 
국민주의적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사회정치적 맥락이 아닌 서양음악사적 
맥락에서의 설명이다. 북한 음악 관련연구는, 연구논문에서만이 아닌 연주영역에
서의 활동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고립된 북한음악이 아니라 서양음악사에서
의 근대 국민주의 사조와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연구가 북한의 피아노 음악에 
대한 활발한 연구/연주활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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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글
북한의 음악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민족음악 분야에는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있어 왔고, 주체사상에 기본 한 정치사회학적 현실과 연

관된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북한의 피아노음악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

음을 발견했다. 사실 북한에서는 서양악기뿐만이 아니라 민족음악에

있어서조차 서양식의 평균율과 함께 개량악기를 사용한다. 필자는 북

한의 기악음악을 서양음악사적 시각에서도 바라보아야야 할 필요를 느

꼈다. 북한의피아노 전문 교육과정에서는 베토벤, 쇼팽 등 클래식 피아

노 역사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문헌들을 공부한다. 그리고 창작 음

악 영역에서는 낭만주의, 국민주의의 성격을 가진 작품들이 작곡, 연주

된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학부와 전문과정에서쓰이는 피아노 음악

의 소개 및 그 예를 통해, 북한의 피아노 음악이 서양 음악어법에서는

낭만주의를 기저로 한 민족주의 즉 근대 국민악파적 성격이 있음을 드

러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단 이후 지난 50여 년간 편곡/창작되어온 북한의

피아노 음악이 19세기 서양음악사의 흐름 안에서 나타난 국민악파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과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재일 조선예술연구소가 펴

낸 조선민요 피아노 명곡선과1) 북한의 음악대학에서 사용하는 학부

용 피아노곡집: 학부용1,2) 전문부용 피아노곡집: 전문부용13) 악보

에서 발췌한 6곡의 피아노 작품을 그 예로 설명할 것이다. 이 악보집들

에는 50여곡이 넘는 피아노 소품들이 있지만, 되도록 정치지도자를 찬

1) 북한에서 자주 연주되는 피아노작품들을 동경의 조선예술연구소가 악보집으로 출판
하였으며 민요편곡 7곡이 수록되어 있음. 전권 외, 조선민요 피아노 명곡선(동경: 
조선예술연구소, 연도미상).

2) 한풍옥 외, 피아노곡집: 학부용1 (평양: 2.16 예술교육 출판사, 2001). 악보에 실린
북한의 공식 연도 표기 방식은 주체90(2001)임.

3) 한풍옥 외, 피아노곡집: 전문부용1 (평양: 2.16 예술교육 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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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거나 전투적인 제목의 작품들은 배제하였고,4) 민요나 자연, 그리고

보편적 정서를 나타내는 제목의 곡들을 발췌하였다. 이 6곡이 보편적인

북한의 피아노음악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스케일이 큰 협주곡이

나 새로운 창작음악일지라도 북한이 지향하는 주체문화의 틀 안에서

음악어법의 내용은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문화가 지역적, 사회 계층적, 역사적 융합을 하고 있는 현

대의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는, 지난 50년간 남북 양쪽의 문화가 각기

독자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한 가운데, 북한에서는 어떠한 음악

사조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분

단으로 인한 남북한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훗날 민족문화의 거시적

정리 및 민족 동질성 회복의 방향성을 논의할 때 이러한 연구는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Ⅱ. 북한의 음악어법: 낭만주의와 국민악파적 경향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한 김일성의 주체문예이론은 북한

사회의 정치적 이상을 표현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의 세세한 역할을 규정한다.5) 이로 인해북한의예술작품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목적을 표현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 장르의 창의적인 진화

를 모색하는 전문가보다는 일반 대중(인민)의 이해여부가 중요하다. 이

것은 곧, 북한의 음악어법은, 이해하기가 쉽고 인간의 감성을 가장 선명

4) <내 고향의 정든집>의 경우, 노래곡의 가사에는 전투나 원수 등 정치적인 단어가 나
오지만, 피아노곡의 제목은 보편적 정서를 표현하므로 이 연구에 포함하였음.

5) 이 연구의 목적과는 다른 주제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였으나 다음의
글을 참고하기 바람.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5), 104; 송방송, “북한의 주체사상과 민족음악,” 한국음악사학
보 21(1998), 13-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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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다루는 낭만주의 사조와 강한 연관성을 맺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한 북한 음악의 특징인 절가형식을 통해, 국민주의 음악의 중요한 요소

인 민족적 정서(한민족의 정서)가 민요를 통한 직접적 방식과 정서의

원형이 내재된 간접적 방식으로 녹아 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의 서양

음악은 낭만주의 음악어법을 기본으로 하여, 각 나라 고유의 정서가 녹

아 있는 것이 특징인 국민악파의 시대정신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북한

의 피아노 음악은 서정적 노래의 변주들과, 확장되고 화려한 분산화음

및 스케일 등을 통해 쇼팽과 리스트, 라흐마니노프에서 발견되는 낭만

주의적 정서와 비루투오조 기교, 그리고 민족적/인민적 정서의 중요성

이 강한 점으로 근대 국민악파적 경향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겠다. 

김정일은 피아노곡집: 학부용1 서두에서 “음악에서 선률은6) 사상

정서적내용을 표현하는 기본수단인것만큼 연주에서도 선차적인 과제

는 선률 형상을 잘하는 것”7) 이라고 밝혔는데, 김정일의 교시에서와

같이, 북한에서 선율 및 음악은 주체주의 통치철학에 따른 문화기준, 

즉 사상과 정서표현의 기능 및 사회적 기능이 중요하다. 또한 음악가들

의 사회적 위치는 연주회의 개최와 음악표현에 이르기까지 당의 지시

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이다. 그럼으로 창작음악의 영역에서, 음악가들

의 창의적 사고와 작품의 결과로, 서양 음악사에서 20세기 이후 다음

단계로 나타난 조성음악의 해체나 다양한 작곡기법과 소재의 발생은

기대하기 힘들다. 탈북 음악가들이나 방북 음악가들의 증언을 미루어, 

그리고 폐쇄된 사회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 음악사조의 정체됨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1950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에서 창작 향유되

는 피아노 작품들의 어법은 대부분이 낭만주의를 기본으로 한 근대 국

민악파적 경향으로 점철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2.16 예술교육 출판사가

6) 이 문장에서 맞춤법(선률형상) 및 띄어쓰기(사상정서적내용을, 기본수단인것만큼)는
원본을 따른것 임.

7) 한풍옥 외, “악보집 서두에 실린 김정일의 교시,” 피아노곡집: 학부용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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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낸 학부용, 전문부용 피아노 곡집을 살펴보면, 북한의 피아노 음악에

서는 주로 대중에게 익숙한 전통 민요나 창작곡, 음악극(오페라나 뮤지

컬 스타일) 삽입곡 중에서 편곡된 것이 많고 민요선율이 아닌 창작곡이

라 할지라도 민요적 감수성이 모두 내재되어 있다. 연주 시간 3분-7분

정도의 비교적 짧은 피아노 작품들이지만, 옥타브의 잦은 사용과 건반

의 위아래를 빠르게 훑어가는 스케일 등을 통해 역동적이고 비루투오

조한 러시아 피아노작품의영향 및유사성을보여준다. 이는 주체음악

의 틀 안에서 다른 방식의 진화와 발전이 힘든 가운데, 통상 클라식 음

악의 훈련이 적은 대중에게 가장 이해되기 쉬운 두 가지 요소, 즉 국민

주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민요)선율 감성 및 낭만주의적 표현과 열정이

극대화된 모습이라 하겠다. 

북한의 창작 피아노음악의 전반적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낭만주의 연주기교법을 사용한다. 북한의 창작곡은 대부분 낭

만주의 연주기법을 쓰고 있다. 감성적 선율위주와, 예상 가능한 기능화

성, 옥타브의 연타, 빠른 스케일, 짧은 작품의 길이와 상관없이 예외적

으로 등장하는 기교적 과시부분은 리스트와 화려한 러시안 피아니즘이

이끌었던 낭만주의와 근대 피아노 음악기교의 한 단면이며 특징이다.

둘째, 근대에서 멈추었다. 서양 음악사에서 낭만 시기 및 근대는 20세

기 초를 기점으로 다음 단계의 음악사조로 진입하였다. 하지만 북한 음

악의 정서적 양식은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고 민족 고유의, 혹은 북한

특유의 민족감정이입을 강한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9세기 말의

특징이었던 근대의 연장선에 있다. 주체음악의 틀을 제시하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의 음악은 근대음악사조에 머물 수

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셋째,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가 모호하다. 예술음악으로 분류되는

클래식음악과 대중음악의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다. 주체음악의 기준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음악어법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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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넷째, 표제음악이 대부분이다. 표제음악 즉 제목으로 무엇을 위한 음

악인지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곡들이 많다. 정치적인 제목의 작품들이

거나, 이 연구에서 소개하는 피아노곡들과 같이 민요나 자연 소재의 노

래를 편곡 창작한 것들이다. 

Ⅲ. 북한의 피아노곡 
기악곡이기 때문에 가사가 없지만, 기악곡의 바탕이 되고 가사가 있

는 원곡8)과 함께 피아노곡 6곡을 골라서 소개한다.9) 여기에 소개하는

곡들은 비록 적은 숫자의 ‘보기’일 뿐이다. 그러나 기능화성과 민족적

선율을 강조하는 낭만/근대적 성격은, 북한음악에 있어서 기악만이 아

닌 성악곡, 합창곡 등 전반적으로 모든 곡에서 동일하다. 또한 원곡인

노래곡들은 북한 음악의 대부분이 그러하듯 합창, 교향곡, 피아노곡 등

으로 다양하게 편곡되어 사용된다. 

8) 이 연구에소개하는원곡 노래악보는 다음자료에서 발췌함. 조선콤퓨터쎈터삼지연
정보쎈터, 조선노래대전집 삼일포 2.0(CD)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4). 8800곡
정도의 조선노래대전집을 조선콤퓨터쎈터 삼지연정보쎈터에서 CD 한장에 입력했
음. 북한에서 발표된 노래들 중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의 모든 곡(가극노래, 영화노
래, 민요 등)이 수록됨. 

9)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당과 수령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제목의 피아노곡들도 음악
어법에 있어서는 모두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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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피아노곡과 노래 원곡

번호 제목
원곡 노래

피아노곡
피아노곡

악보출처작사 작곡 연도

1 민요 <새야 새야> 미상 미상 미상10) 조선민요

피아노 명곡선

2 민요 <돈돌라리> 미상 미상 미상
조선민요

피아노 명곡선

3 <비둘기야높이날아라>
작사 신운호

작곡 리종오
1991

편곡

김정란

전문부용

피아노 곡집 1권

4 민요 <도라지> 미상 미상 미상
조선민요

피아노 명곡선

5 <내 고향의 정든 집>
작사 집체

작곡 리면상
1952

편곡

림근제

학부용

피아노 곡집 1권

6 민요 <아리랑> 미상 미상
편곡

전권

조선민요

피아노 명곡선

1. 민요 <새야 새야>

재일 조선예술연구소(K.A.C)가 발행한 조선민요 피아노 명곡선에
수록된 작품이며, 우리 민요 <새야 새야>를 피아노곡으로 편곡한 것이

다. 원곡이 조용하고 서정적인 멜로디이므로 다른 피아노곡과는 달리

화려한 전개 대신 비교적 정적인 진행을 유지하고 있다. 43마디로 이루

어졌으며, 멜로디의 등장 이후 오른손의 장식을 통한 음향효과가 특징

적이다. 특별한 음악적내용의 구축은 없으며, 단순한 변주를 통해 음향

의 효과를 보이는 데주력인 작품이다. 북한에서 민요들은성악곡, 합창

곡, 기악곡의 여러 악기군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곡되었다. 

10) 북한의 음악작품은 작곡가나 편곡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탈북피아니스트들
에 따르면, 이 곡은 ‘전권’일확률이높지만, 악보 상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미상
으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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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 <새야새야>는 4번의 도라지와 함께, 독창적 작품으로서의 의미보

다는 민요를 피아노로 연주하는 데 목적이 큰 듯 보이는 소품이다. 

도입부 <악보 1>에서 왼손 혹은 오른손으로 연주되는 노래선율은, 

<악보 2>의 마디32에 이르러 빠른 연타와 반음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되는데, 오른손의 빠른 분산화음 반주에 따라 왼손은

저음의 굵은 음향으로 노래선율을 반복한다.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악

보 중간 부분에도, 한손의 선율에 따라 다른 성부는 같은 화성의 3박자

반주가 이루어져 있다. 변주형태의 비교적 단순한 곡이다.

<악보 1> <새야새야> 피아노곡 도입부,11) 마디 1-8

11) 이 연구의 악보소개는 북한에서 출판된 원본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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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새야새야> 피아노곡 마지막 전개 부분, 마디 32-37

2. 민요 <돈돌라리>

<악보 3> <돈돌라리>, 마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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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곡은 재일 조선예술연구소(K.A.C)가 발행한 조선민요 피아노
명곡선에 수록된 작품이며, 함경남도 북청의 민요 <돈돌라리>를 보천

보전자악단의 피아노 주자 겸 작곡가로 활동했던 인민예술가 전권이

피아노곡으로 편곡한 것이다. 본래 <돈돌라리>는 함경남도 북청지방에

서 불리던 대표적인 민요로 주로 춤과 함께 전해져 왔다. 북한에서는

그 어원을 ‘동틀날’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1930년대 해방의 염원

을담은춤이발전해서유명해진것으로보고있다. 음악적으로는 4박자

계의 12/8박자 덩더꿍이 장단의 경쾌한 곡이다. 이러한 전래민요인 <돈

돌라리>는 대표적으로 돈돌라리춤의 무용곡으로 현대화하였으며 그 밖

에 여성 5중창과 남성합창, 바이올린곡(백고산 곡), 현대식가요 <통일돈

돌라리>(정예남 작사, 전권 작곡)등으로 다양하게 편곡되고 있다. 

<악보 4> <돈돌라리> 피아노곡 도입부, 마디 1-6

피아노곡의 편곡은 피아노가 가진 타악기적 장점을 살려서 리듬을

강조했다. 민요자체의 흥겨움과 발랄한 리듬을 강조한 편곡으로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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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는 소위 비루투오조라고 하는 화려한 거장적 기교의 연주효과가

우수한 작품이다. 노래곡의 선율을 사용하여, 6마디의 도입부 (<악보

4>) 후에, 실제적인 노래선율이 시작된다. 원곡 노래와 동일한 오른손

(노래 악보의 G장조는 피아노곡에선 D장조임)의 선율에 맞춘 왼손의

반주는 전반적으로 리듬을 이용한 형태이나, <악보 5>의 마지막 부분

에 가면 오른손과 왼손의 옥타브 중복 및 아홉 마디(마디 114-122) 안에

서일곱옥타브 이상을 사용하는 등피아노건반의 총체적 사용, 포르테

와 피아노의 대비를 통한 역동적 표현으로 마치게 된다. 리스트가 이끄

는 화려한 낭만시대의 피아노곡 전개에 많이 쓰이는 음악어법이다.

<악보 5> <돈돌라리> 피아노곡 마지막 부분, 마디 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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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2.16 예술교육출판사가 펴낸 피아노곡집: 전문부용1에 수록된 곡이
며, 1991년에 발표된 서정적인 곡으로 유명한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작사 신운호, 작곡 리종오)를 김정란이 편곡한 피아노곡이다. 원곡은

보천보전자악단의 작곡가 리종오가 작곡한 것으로, 같은 악단 김광숙

의 노래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 노래가 삽입된, 같은 제목의 무용도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곡은 아련한 슬픔이 특징이다. 미래의 희망

을 강조한다는 것은 현재의 우울함과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므로 도입부는 슬픈 정서를 드러내며 어느 정도 신파적 정서이다. 이것

은 남북한 양쪽에서 대중음악에서조차 공통으로 많이 사용되는 한의

정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악보 6>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마디 1-16

피아노 곡은 73마디의 짧은 곡이며 애잔한 느낌의 단순한 선율임에

도, 여섯마디의 도입부에서 노래를 소개한 이후 연결구에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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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 진행(마디 7)과, 왼손/오른손의 진행(마디 9)등이 7화음을 사용

하여 5음계에 기반한 민요편곡보다 다채로운 화성을 소개한다. 또한 이

연결구는 마디 1부터 나타나는 분산화음(아르페지오)적 선율로 표현되

는데, 이 곡에서는 분산화음을 이용한 장식적 효과가 곡 전반적으로 사

용된다(<악보 7>). <악보8>에서 처럼 마디 1에서부터 사용된 분산화음

은 마디 29, 31, 33에 이르러서도 왼손의노래선율을 강조하는분산화음

적 꾸밈음으로 진행된다. 또한 오른손은 3도와 4도로 이루어진 분산화

음적 반주 선율을 스타카토로 요구하는 등 연주 난이도가 있는 피아노

기법을 사용했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낭만주의 피아노 문헌의 대작에

서 나타나는 빠른 분산화음과 총체적 건반 사용을 통해 비루투오조 스

타일을 드러낸다. 곡 말미(<악보 9>)에 이르러 등장하는 옥타브와 현란

한 분산화음은 낭만주의 피아노 작품에서 유래된, 과장되고 단순한 기

교적 과시를 보여준다. 

<악보 7>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피아노곡 도입부, 마디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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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장식 부분, 마디 28-35

<악보 9>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마지막 부분, 마디 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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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요 <도라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북한에서도 유명한 민요 <도라지>를 피

아노곡으로 편곡한 것이다. 민요 <도라지>를 바탕으로 1958년에는 국

립가무단이 무용(안무 김락영)으로 만들기도 했으며, 1978년에는 관현

악곡(강기창 작곡)으로 편곡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옥류금이나 가야

금 등 민족악기의 독주곡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피아노 편곡은

비교적 단순한 작품이다. 시작부분은 흡사 동요의 반주처럼 단순하게

소개되고, 마지막까지 별다른 전개나 발달과정 없이 소박하게 마쳐진

다. 북한의 피아노 곡 연주에서, 민요의 선율과 장단은 연주자에게 특별

한 민족적 감성의 표현을 요구한다. 곡의 첫머리에서 보듯이, 악상의

표현은 서양음악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이탈리아어나 독일어 대신 순수

국문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그것은 북한의 정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연주자는 본인이 느끼는 정서를 최대한 연주의 테크닉에 담아야

한다. 민요편곡의 피아노곡을 연주할 때는 서구식 부점 리듬으로 쓰여

있다 할지라도, 장구나 전통노래기법을 모방하여 연주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이것은 서양음악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민족적 정서에 기반

하는 북한의 음악어조를 여실히 드러낸다. 도라지 연주에서의 부점은

서양음악에서의 정확한 4분의 1 부점이라기보다, 민족음악에서의 장구

의 리듬과 비슷하게 연주되어야 한다. 도라지와 같은 유명한 민요 각색

의 곡에서는 화려한 장식과 확대된 옥타브가 없는 대신, 민요원곡과 무

용에서의 몸짓등을 연상시키는 피아노 연주기법이 무척 중요하다.12) 

12) 필자가 2002년 4월 평양 방문 시에 ‘윤이상 음악당’에서 평양음악무용대학의 교원
(교수)과 피아노 연주법에 대해 나눈 대화 중, 민요연주에 대한 북한의 연주법에 대
한 설명을 들었다. 민족 성악의 호흡을 모방하는 듯 한 느낌의 피아노 연주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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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도라지> 피아노곡 도입부, 마디 1-8

<악보 11> <도라지> 마지막 부분, 마디 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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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 고향의 정든 집>

2.16 예술교육출판사가 펴낸 피아노곡집: 학부용1에 수록된 곡이
며, 림근제가 원곡인 노래 <내 고향의 정든 집>을 피아노곡으로 편곡한

것이다. 노래 <내 고향의 정든 집>은 북한의 대표적 작곡가로서 오랫동

안 조선음악가동맹 위원장을 맡았던 리면상이 6.25전쟁 후반기인 1952

년에 만든 것이다. 전선의 병사가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을 서정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곡은 또한 1970년 작곡가 김린욱에 의해서 관현악곡

으로 편곡되기도 하였다. 피아노 편곡은 큰 감정적 스케일을 표현하

며, 무척 서정적이다. <아리랑>과 함께 북한의 최고 음악경연대회인

≪2.16예술상≫ 개인경연의 필수곡으로 자주 지명된다고 한다.13) 

<악보 12> <내 고향의 정든 집>, 마디 1-16

이 피아노 편곡은 무척 비루투오조한 작품이다. 훈련된 피아니스트라

면, 피아노를잘 아는작곡자의작품으로확신할수 있을만큼 피아니스

13) 필자가 2002년 4월 평양방문 시 만났던 평양음악무용학교 소속 교원의 피아니스트
에게 들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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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손에 맞게 편곡되었기에, 화려하고 많은 테크닉을 요구하되 전문

적 피아니스트라면 수월하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이다. 하지만 수월하면

서도 다른 어느 곡보다도 대중적 연주효과가 탁월한 곡이다. 서정적 노

래의 전개나 테크닉의 화려함을 여지없이 보여줄 수 있으며, 큰 스케일

을 자랑하는 러시안 피아니즘에서 볼 수 있는 음역 및 옥타브 전개 등

큰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 <악보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디 52에서

시작되는, 양손을 교차하여 이루어지는 연타, 천둥과 같은 효과를 주는

확대된옥타브, 빠른스케일등이 마디 82까지 쉬지 않고발전된다. 이후

처음의노래선율을반복하며조용한종지를가진다. 이작품은총 101마

디로 구성되었고 7-8분 정도의 연주시간이 소요되는데, 피아노라는 악

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다이나믹한 음향적 효과를 추구한 작품이다.

<악보 13> <내 고향의 정든 집> 피아노곡, 마디 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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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요 <아리랑>

피아노곡은 재일 조선예술연구소(K.A.C)가 발행한 조선민요 피아노
명곡선에 수록된 작품이며, 위에서살펴본 민요 <돈돌라리>와 같이 남

북한 모두에게 유명한 민요 <아리랑>을 피아노곡으로 보천보전자악단

의피아노주자겸작곡가로활동했던인민예술가전권이편곡한것이다. 

민요 <아리랑>을 바탕으로 공훈예술가최성환이 1976년에 편곡한 관현

악은 북한의 대표적 관현악 작품일 뿐만아니라 2008년뉴욕필하모니의

평양공연에서도연주 되었다. 2001년에는공훈예술가 김운룡이전기기

타 독주곡으로 편곡하기도 하는 등 독주곡뿐만 아니라 중주곡, 그리고

소해금 2중주 등의 민족기악곡으로도 편곡되어 널리 연주되고 있다. 

<악보 14> <아리랑> 피아노 곡, 마디 25-28

이 곡은 아리랑 변주곡이라고도 불리울 만큼, 부드러운 선율 도입부

이후, 왼손의리듬, 혹은 전체 장단의 리듬변화로 계속 변주가 이루어진

다. 오른손이 노래 선율을 변주하는 가운데, 마디25 부터는(<악보 14>) 

왼손의 셋잇단음표로, 마디33 부터는(<악보 15>) 16분 음표로, 마디41

에서는(<악보 16>) 6-8 분할로 이루어지는 리듬의 고조됨을 볼 수 있다. 

마디97(<악보 17>)에 이르면 다섯 옥타브 이상의 분산화음, 강조된 트

레몰로, 리듬으로 강조되고 확대된 마디로 구성된 짧은 카덴차 성격의

화려한 연결구가 나온다. 이후 열정적인 아리랑 선율을 한번 더 보여준

이후, 도입부와 유사한 조용한 아리랑 선율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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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아리랑>, 마디 33-36

<악보 16> <아리랑>, 마디 41-44

<악보 17> <아리랑>, 마디 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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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곡은 2002년 필자의 초연 이후,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많이 연

주되고 알려지고 있는 곡이기도 하다.14) 이 곡은 왼손의 전개에서 까다

로운 테크닉이 요구되며, 음향적으로나 리듬적으로나 무척 화려한 피

아노 기법을 가지고 전개된다. 가장 유명한 민요이고 대표적인 곡인만

큼, 위에서 소개한 <내 고향의 정든 집>과 함께 ≪2.16예술상≫ 개인경

연의 본선곡으로 자주 지명된다고 한다.

Ⅳ. 나가는 글
음악은 실제연주를 들으면서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북한의 음악

은 그동안 학계에서는 연구, 연주되고 있었지만, 일반 청중에게 충분하

거나 자유롭게 소개되지 못했다. 연주자들은 북한의 음악에 대해 정치

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유럽식 민족음악에 비해 대중음

악에 가까울 정도의 단순한 화성이 만족스럽게 느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15) 당분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중의 이해를 돕고, 연주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소감까지도 전할 수 있는 렉쳐 리싸이틀 형태로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인다. 

필자는 북한을 방문하여 직접 조선국립 교향악단, 윤이상 관현악단과

연주를 하고, 북한의 음악가들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

었는데, 서양음악의 틀 안에서 우리민족만이 가지는 흥의 정서를 어떻

14) http://news.donga.com/3/all/20020929/7867061/1 [2016. 2. 20 접속].
https://www.youtube.com/watch?v=lP8km1T-I_w [2016. 2. 20 접속]. 이 연주는 2015
년 10월 디지털 싱글 음반(임미정, Arirang Variations, 퍼플파인 엔터테인먼트)으로
발표됨.

15) 2014 OCCF(One Corea Cultural Festival(원 코리아 문화페스티발), 2014년 9월 18일
7시구공명헌) 중 ‘북한피아노음악의 밤’(하나를위한 음악재단 주최)을 기획했던
필자는, 피아노 연주자들로부터 ‘세련되지 못하고 단순한’ 화성적 전개라는 이유로
한 연주자로부터 연주청탁에 대한 거절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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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었다. 우리 민요를 독일낭만

주의 연주 스타일로 조용히(혹은 세련되게) 표현하려는 필자에 대해 학

부 학생으로부터 단번에 틀렸다하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음악연주가

무엇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순간이었다.

북한 피아노 음악에 대한 서양음악사적 고찰은, 민족음악의 음악학적

접근내용과 양에 비추어 무척 빈약하다. 그러나 본인의 이번 연구이후, 

북한 피아노곡의 심도 깊은 연구와 더불어 공연계에서 북한 피아노곡

의 연주 쟝르가 활성화되어야 함은 물론, 더 다양한 곡들이 소개되길

바란다. 더불어 피아노 음악을 서양 음악사적 맥락에서 새로운 조명을

해봄으로 여러 각도에서의 북한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 민족

문화공동체인 우리 자신의 내재화된 정서를 이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주 제 어 피아노곡, 북한음악, 국민악파, 민요, 아리랑, 내 고향의

정든집, 북한피아노곡

North Korean Piano Music, Korean Music, North Korean 

Classical Music, Arirang, North Korean Nationalism in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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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orth Korean Piano Music: Relations to the 
Modern Nationalism in the Western Music History

Mijung Im

The compositions of North Korean classical music from the last century 
has mostly been studied under a political and sociological lens. Due to 
the work’s compositional history and creative environment, the scholars 
believe the music to be governed by ‘Juche’, a North Korean political 
ideology derived from socialistic realism.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genre a place in its Western musical and historical tradition. 
Works written for Western instruments, namely piano, especially require 
examination from such context, for its compositional density and 
elusiveness from a concrete political narrative found in songs. This paper 
analyzes six North Korean piano works in its vein of Western music 
history. The piano works are discussed of its characteristic Romantic style 
of composition, that may be related to the zeitgeist of modern 
national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