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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별 피아노급수평가요목 비교분석

1. 피아노 급수평가 지정곡 비교분석

(1) 작곡가분석

영국, 캐나다, 중국, 한국의 급수평가지정곡의 분석을 토대로 수록곡의

국가별 분석을 비교해 보면 수록된 곡의 수는 캐나다가 가장 많아 연주곡

만 337곡이 수록되었고 같은 급수로 나누고 있는 연습곡도 143곡으로 총

480곡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이 264곡, 영국은 158곡, 한국은 82

곡으로 가장 적은 급수지정곡이 수록되어 있다.

<그래프 1> 국가별 피아노 급수평가 지정곡 작품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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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래프 2>에 나타나는 작곡가 국적비교그래프에서 수록곡에 나타

난 작곡가의 국가 수는 작품 수가 비례하지 않고 영국은 25국가로 가장 많

았고 캐나다는 24국가, 중국은 18국가로 집계 되었으며, 한국은 10개 국가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그래프 2> 국가별 피아노 급수평가 지정곡 작곡가 국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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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독일과 영국의 작곡가수가 많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가별 작곡가수의 많은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 제시되는 <그래프 3>은 영국 국가별 작곡가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 3> 영국 급수평가 지정곡 작곡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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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역시 자국인 캐나다와 독일을 제외하고 15곡의 미국 작곡가수와

9명의 프랑스 작곡가 수 사이에서는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지만, 헝가리

작곡가 5명을 기점으로 소수 작곡가들이 나타나 특정 국가와 작곡가에 편

중되어진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한 곡 작곡가는 9명으로 영국보다

는 적은수를 보이고 있어 곡수에 비례하여 작곡가의 국가별 분포도는 다양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프 4> 캐나다 급수평가 지정곡 작곡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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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가별 작곡가 수에서 중국작곡가와 독일작곡가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국자곡가의 활성화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지만 다른 나라의 비율이 독일 작곡가에만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 5> 중국 급수평가 지정곡 작곡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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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독일의 7명의 작곡가의 작품 29곡이 수록되어 있고 오스트

리아 작곡가 5명, 덴마크와 프랑스 2명이였고 1곡 수록작곡가로 폴란드1명

영국의 1명, 헝가리1명 등이 집계되었고 이는 입시 곡 또는 콩쿠르의 평가

곡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작곡가의 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래프 6> 한국 급수평가 지정곡 작곡가수 비교

국가별 작곡가수를 분석해 본 결과 곡수와는 달리 영국, 캐나다, 중국은

자국의 작곡가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국은 24명의 작곡

가 곡 30곡을 수록하고, 캐나다는 44명의 작곡가의 96곡, 중국은 34명의 작

곡가의 곡 39곡을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래의 <그래프 7>에서 보면 영국과 중국은 작곡가 수와 곡수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한 작곡가가 한 작품씩을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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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캐나다는 몇몇의 특정 자국작곡가들의 작품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지만 많은 곡을 수록하고 있어 캐나다 작곡가들의 작품 활동영역이 활발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프 7> 국가별 급수평가 지정곡 자국 작곡가 와 자국 작품 수 비교 

아래 <그래프 8>에서 총 수록 작곡가와 자국자곡가수를 비교한 내용으

로 영국은 수록곡에 실린 총 작곡가 수는 115명으로 이중 영국작곡가는 24

명인 20.8%를 나타내며 캐나다는 145명으로 34명인 23.4%가 캐나다 작곡

가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중국은 122명의 작곡가중 34명으로 27.8%의 중국

작곡가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은 총 22명의 작곡가중 한국작곡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나타난 자국 작곡가는 중국이 가장 높았고

캐나다, 영국 순으로 분석되었다. 같은 동양권의 나라로 외국악기의 급수를

흡수하여 평가방법으로 쓰고 급수평가의 역사도 비슷한 중국의 급수평가체

계에서 서양악기 뿐 아니라 자국나라의 악기급수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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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다는 것과 중국교육 작곡가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프 8> 국가별 급수평가 지정곡 총 수록 작곡가수 대비 자국 작곡가 

비율비교

2) 시대분석비교

시대별로 나타난 4개국의 비교해 볼 때 영국과 캐나다는 현대시대곡에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영국은 고전시대 과 낭만시대에 비슷한 곡의

빈도를 보이고 있지만 바로크시대의 수록곡은 다른 시대의 곡수에 비하면

낮은 작품수를 나타내고 있다. 평가의 기준을 학구적인 관점에서 흥미와

재미의 평가방식을 채택하여 응시자들에게 평가의 부담을 덜고 대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교육적인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는 바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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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9> 국가별 급수평가 지정곡 시대별 수록곡 비교

<표 74>에서는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시대에 수록된 작곡가와 작품수

를 다수 수록작곡가와 한곡 작곡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표 74-1>의 바

로크시대의 주요 작곡가로 영국은 헨델 4곡과 바흐 3곡을 수록하고 있고,

캐나다는 바흐 14곡과 헨델, 텔레만, 크럽 6곡을 수록하고 있고, 중국 역시

바흐 20곡, 헨델 4곡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바흐 6곡을 수록하고 있다. 4

개 국가는 모두 바흐의 곡을 가장 많이 수록 하고 있지만 영국은 19곡 중

4곡l이 바흐의 곡으로 나타나고, 캐나다의 경우 52곡 중 14곡으로 나타나

영국과 흡사한 비율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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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국가별 시대별 작곡가와 작품수를 표와 그래프로 비교 정리하였다.

<표 75> 국가별 피아노 급수평가 지정곡 장르 비교

영국 (158) 캐나다(480) 중국(264) 한국(82)

표제음악 63곡(39,8)   173곡(36.0)    86곡(32.5) 14곡(17.0)

소나타/소나티네` 4/24곡(15.1)   25/11곡(7.5)    11/28곡(14.8) 8/20곡(34.1)

다성 음악 9곡(5.7)    24곡(5.0)    21곡(7.9) 4곡(4.8)

춤곡 28곡(17.7)    48곡(10.0)    31곡(11.7) 3곡(3.6)

연습곡 4곡(2.5)   143곡(29.8)    53곡(20.1) 22곡(26.8)

민요 2곡(1.2)     2곡(0.4)    5곡(1.9) 4곡(4.8)

그 외 28곡(17.7)    51곡(10.6)    29곡(10.7) 4곡(4.8)

<그래프 10> 국가별 급수평가 지정곡 장르별 수록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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