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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빌라 로보스(Villa-Lobos)

중급 피아노 작품의 분석과

교수학적 제안

고 지 연

피아노 교육에서 다루는 레퍼토리는 특정한 시대의 작품에 치중되기보다

는 바로크에서 20세기에 이르는 각 시대의 다양한 작품들을 포괄해야 한

다. 특히 중급 과정의 학습자에게 있어서 각 시대의 작품과 장르의 경험은

음악성 개발과 각 시대의 음악 스타일을 배우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다. 따

라서 교사들이 레퍼토리 확보를 위한 문헌 연구와 각 시대의 음악 스타일

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일은 매우 필요하며. 다양한 나라와 지역의 흥미롭

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교수방법을 제안하는

심도 있는 연구 또한 시급하다.

아직 소개가 되지 않고 탐구를 기다리는 많은 음악 중에서 특히 라틴 아

메리카의 브라질 음악은 유럽의 영향과 아프리카 음악, 그리고 원주민 인

디오 음악들이 융합된 색다른 스타일을 보여주어 음악적으로 흥미로우며

교육적 가치 또한 높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작곡가 에이토르 빌라 로보스

는 많은 피아노 작품을 작곡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어린이를 주제로 한 작품

들은 교육용 피아노 음악 레퍼토리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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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빌라 로보스의 중급 피아노 작품 <장난꾸러기 아이들>

(Petizada, 1912),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Cirandinhas, 1925), <세 명의

마리아>(As Tres Marias, 1939)를 통해 빌라 로보스의 음악세계를 탐구하

고자 한다. 이 논문의 주 목적은 빌라 로보스의 중급 피아노 작품 레퍼토

리를 소개하고 교수학적 접근의 분석과 연습 방법을 제시하여 피아노 교사

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본 논문의 주제곡인 세 작품은 난이도 레벨과 창작연도 그리고 교수학적

유용성을 고려하여 선별하였다. <장난꾸러기 아이들>은 브라질의 음악적

특징인 리듬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으며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은

12곡의 주제선율에 어린이들의 동요와 민요 선율이 차용되어 브라질 음악

의 선율적 측면을 활용해 가르치기 위한 목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세 명의 마리아>는 브라질의 민담에 기초한 작품으로 선법적인 색채감

이 돋보이는 작품으로서 이전의 두 작품과는 다른 빌라 로보스의 스토리텔

링적 음악세계를 경험 할 수 있는 곡이다.

본 연구에 앞서 이론적 배경으로 브라질 음악과 빌라 로보스의 작품세계

를 나누어 다루었다. 브라질 음악에서는 정체성과 역사적 배경, 종류와 특

징을 포함하였으며 빌라 로보스에서는 생애와 영향을 받은 작곡가들, 그리

고 피아노 작품에 특징과 작곡기법을 일곱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론에서는 먼저 세 곡을 제외한 중급 피아노 작품들 전반을 간단히 살

펴보았다. 다음으로 <장난꾸러기 아이들>,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 <세

명의 마리아>의 스물 한 곡에 대해 교수학적 분석을 하고 연습방법을 제

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곡의 교육적 가치를 정리하였으며 교재활용을 위

한 학습 주제에 따른 목록표와 습득할 수 있는 테크닉을 중점으로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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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 목록표를 제시하였다.

본론에서 스물 한 곡을 분석한 결과 여섯 가지의 공통점이 주는 교육적

효과를 추출할 수 있었다.

첫째 모든 곡에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을 키워 줄

수 있다. 둘째, 브라질의 특징인 당김음을 비롯한 다양한 리듬을 통해 학습

자는 리듬과 박에 관한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다. 셋째, 브라질의 민속선율

인 룬두(Luudu) 모딘아(Modinha), 그리고 민요와 동요의 선율을 사용한

곡을 통해 학습자는 흥미로운 민속풍 레퍼토리를 경험할 수 있다. 넷째, 2

도 화음, 3도 병행 진행, 5음음계와 교회선법, 페달 포인트의 사용과 붙임

줄을 이용한 긴 음가 안에 다른 선율과의 혼합은 다양한 색채를 경험하게

하고 이러한 화음구성과 음향들을 통해 다채로운 음색을 표현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다섯째, 복잡한 리듬 안에서의 스타카토와 테누토 등 여러

가지 아티큘레이션이 혼합된 형태를 통해 섬세한 표현 능력을 터득할 수

있으며, 불규칙 프레이즈를 경험하여 실질적인 연주법에 관한 해석력을 기

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부의 짜임새에서 학습자들에게 양손의 균형과

독립된 손가락의 기술을 공부 할 수 있다.

이런 분석과 더불어 리듬, 선율, 음악적 표현, 아티큘레이션, 성부 균형에

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연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빌라 로보스의 중급 피아노 작품들이 많이 연구되기 바

라며 무엇보다 실제적인 교수법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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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피아노 교육에서 다루는 레퍼토리는 특정한 시대의 작품에 치중되기보다

는 바로크에서 20세기에 이르는 각 시대의 다양한 작품들을 포괄해야 한

다. 특히 중급 과정의 학습자에게 있어서 각 시대의 작품과 다양한 장르의

경험은 음악성 개발과 각 시대의 음악 스타일을 배우기 위한 필수적인 것

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레퍼토리 발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일은 매우

필요하며, 각 시대의 음악 스타일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일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다채롭고 흥미로운 20세기 피아노 음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현 시점

에서 과거 서양 음악의 주류에서 소외되거나 낙후되었던 제3국들이 20세기

들어 풍부한 음악적 자원을 발판으로 전면에 부상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

한 현상이다. 동부와 북부 유럽의 여러 나라는 물론 멕시코, 아르헨티나 그리

고 브라질 같은 라틴 아메리카의 작품들도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미국가들 중 브라질은 넓은 지역에 걸치는 환경적 특징과 다양한 인종

구성으로 복잡한 문화적 특수성을 가진 나라이다. 브라질은 1500년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를 거쳐 1822년 독립 이후 혼합된 음악적 모습을 보이는데, 유

럽의 영향과 아프리카 음악, 그리고 인디오 원주민들의 토속적 음악들이 여

러 가지 양상으로 섞이면서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 음악이 생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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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민족주의 음악에 20세기의 실험적인 기법을 비롯한 다양한 양식

을 혼합해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구축해 낸 대표적인 브라질 작곡가가 빌라

로보스(Villa-Lobos, 1887-1959)이다. 빌라 로보스는 모국인 브라질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대표하는 20세기의 주요 작곡가로 작품 활동

은 후기 낭만 스타일로 시작했으나 프랑스 인상주의와 모국 브라질의 민속

음악, 그리고 신고전주의 양식을 접목시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요소들을

통합한1) 독특한 작품세계를 이루어낸 작곡가이다.

빌라 로보스는 음악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특별히 어

린이들의 세계에 브라질 특유의 민족 정서를 반영한 곡들을 다수 만들어내

교육용 피아노 음악 레퍼토리에 주목할 만한 공헌을 하였다. 대부분의 어린

이를 위한 작품들은 중급 학습자가 큰 부담 없이 다룰 수 있는 흥미로운

곡으로 남미 음악의 다채로운 특징을 경험할 수 있고 연습과정에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 교육적 가치가 높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브라질

음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빌라 로보스의 <아기 인형 모음곡>2)(Prole

do Bebe>외에는 피아노 작품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기 인형 모음곡>에 관해서도 순수 분석 연구가 주를 이루고 연주시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을 포함한 교육적 측면에서는 연구되어지지 않았다. 관

련 악보를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도 현실적 제약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

치 있는 빌라 로보스의 피아노 레퍼토리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지닌 중급과정

에서의 민족주의 작품들을 경험하게 하고 레퍼토리의 지경을 넓히는 데에

1) 서혜영, 『20세기의 피아노 음악- 드뷔시에서 볼콤까지』 (서울: 지음, 2003), p. 164.

2) 이 작품은 1918년 제 1집(8곡)과 1921년 제 2집(10곡)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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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필요성과 의의가 있다. 또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 곡들의 단순한

이론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교수학적 해석과 연습방법까지 제안함으로써

피아노 교사들이 유용한 레퍼토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고 레슨현장에

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이 논문의 목적이 있다.

더불어 본 논문이 고급 단계로 가기 전 중급에서 배울 수 있는 연주기술

들을 습득함과 동시에 학습자가 다양한 음악적 사고와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자료예시의 본보기가 될 것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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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논문은 빌라 로보스의 중급 작품 레퍼토리의 소개와 교수학적 접근방

식 모색에 관한 연구이다. 그의 중급 피아노 작품을 선별해서 분석한 후 각

작품 속 교육적 목적과 가르치는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5개의 장(Chapter)과 표 목차와 악보 목차 그리고 참고문헌으로 구성

한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내용과 방법, 제한점, 선행연구 조사

가 포함된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브라질 음악과 작곡가 빌라 로보

스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브라질 음악에서는 작품들의 근원이 되는 브라질

민족음악의 정체성과 음악적 배경, 음악의 종류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빌라 로보스의 생애와 영향을 준 작곡가들을 살펴보고 피아노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빌라 로보스의 피아노 작품에 나타난 전반적 특징과

작곡기법들은 선율, 리듬, 화성, 특징적인 작곡기법, 다이나믹과 페달, 묘사

적 제목, 어린이 세계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본론에서는 빌라 로보스의 교육적 목적을 가진 피아노 작품과 어린이 세

계를 엿볼 수 있는 중급 작품들을 연대별로 정리하고, 작품에 대한 간결한

내용과 난이도 설정을 포함하였다. 또한 중급 피아노 작품 중에 교수학적

분석과 연습 방법 제안을 <장난꾸러기 아이들>(Petizada, 1912), <어린이

들의 노래와 춤>(Cirandinhas, 1925), 그리고 <세 명의 마리아>(As Tres

Marias, 1939)를 선별하여 연구하였다. 이들 내용에는 언어적인 이해도를

위해 원제, 영어 제목, 한글 제목을 수록하였고 각 모음곡마다 특징과 교수

학적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내용으로는 학습 포인트, 형식, 리듬 ,선율,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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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즈, 아티큘레이션, 그리고 민족적 요소들을 중점으로 서술하였다. 덧붙

여 곡의 생김새를 일별할 수 있도록 간단한 표를 작성하였다. 연습 방법

제안은 각 곡들의 연주 시 생길 수 있는 어려운 점들을 뽑아 실제적인 해

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한 세 작품의 교육적 가치들을 정리

하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주제

에 따른 목록표와 테크닉을 중점으로 피아노 주법 목록표를 제시하였다.

결론은 본 연구의 요약으로 세 작품의 특징을 통한 빌라 로보스의 음악

세계를 서술하고, 앞으로 더 나은 연구를 위한 제안을 서술하였다. 이 외에

표목차, 악보목차,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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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빌라 로보스는 브라질 청소년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작곡가답게 교

육적 목적을 가진 피아노 작품들과 어린이를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썼다.

하지만 모든 작품이 학생들이 연주하기 쉬운 곡들은 아니다. 본 연구는 학

생들이 연주할 수 있는 중급 피아노 작품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는데 중급

작품의 기준은 제인 머그러(Jane Magrath)의 <P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와 모리스 힌슨(Maurice Hinson)의 <Guide to the pianist's

repertoire>를 참고로 하였다.

본 연구는 어린이 세계를 알 수 있는 작품과 교육적 목적을 가진 작품들

을 중에도 난이도 레벨의 순서와 작곡연도, 교수학적 관점에서 각기 초점

이 다른 빌라 로보스 음악세계를 골고루 접할 수 있는 <장난꾸러기 아이

들>,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 <세 명의 마리아> 세 작품으로 제한하여

연구했다. 이 곡들은 중급과정 가운데에서도 차례로 난이도 하, 중, 상에

해당하며, 빌라 로보스의 작곡연도가 빠른 것부터의 순서이기도 하다. 또한

빌라 로보스의 다채로운 음악세계와 더불어 교수학적 관점에서 충분히 의

미부여를 할 수 있는 곡들로 세 작품의 선별기준을 삼았다. <장난꾸러기

아이들>은 브라질의 음악적 특징인 여러 가지 리듬패턴을 중점적으로 살

펴볼 수 있으며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은 12곡의 주제선율과 제목에서

아이들의 동요와 민요 선율이 차용되어 민속선율의 작품 내 활용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또한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는 작곡가가 실제로 학생

들을 가르치기 위한 용도로 만든 작품이기도하다.3) <세 명의 마리아>는

3) Jane Magrath, The P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 and Performance Literature (Alf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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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민담에 기초한 선법적인 색채감이 돋보이는 작품으로서 이 전의

두 작품과는 다른 빌라 로보스의 스토리텔링적 음악세계를 경험 할 수 있

는 곡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되지 못한 여타 중요한 중급 작품들의 개요는

본론 시작부분에서 간결하게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서 논문에 수록된 작품들은 한국에서 출판되지 않았기 때

문에 작품제목은 한국어로 번역된 문헌을 참고하였거나 단어 그 자체의 뜻

을 옮겨왔음을 양지하기 바란다.

Publishing Co., Inc, 1995), p.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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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 연구 조사

국내에서 빌라 로보스 피아노 작품을 주제로 연구된 학위 논문들을 살펴

보면 대부분이 피아노 모음곡 <아기 인형 모음곡>(Prole do Bebe No. 1,

1918) 분석과 민족적 음악어법 연구가 많았고 다른 작품들은 거의 연구되

지 않았다.

국회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 정보서비스(RISS)

에서 빌라 로보스(Villa-Lobos)를 검색한 결과 본 연구와 연관된 1986년부

터 2014년까지 학위 논문은 14편이며 작품은 <아기 인형 모음곡>이 주를

이루었고 이 논문들의 내용들은 주로 빌라 로보스의 생애와 피아노 음악의

특징, 브라질 음악의 특징, 곡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빌라 로보스에 관

한 학술지 논문으로는 이승용의 “빌라 로보스의 생애와 음악”와 김명신의

“Villa-Lobos의 피아노 음악”4)이 있으며. 이승용은 빌라 로보스의 생애를

네 가지 시기로 구분하여 서술하였고 전반적인 빌라 로보스의 음악세계를

살펴보았다. 김명신의 연구에서는 브라질 예술음악의 역사적 배경과 브라

질 민족음악 작곡가들의 작품 특징들이 선율, 리듬, 화성으로 나눠 저술되

었고 <아기 인형 모음곡> 분석을 통해 빌라 로보스 작품들이 어떤 영향을

받아 작곡되었고, 어떻게 브라질 현대 음악의 주축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연

구하였다. 정기 간행물로는 김순담의 “브라질 빌라 로보스의 작품”과 서남

준의 “브라질 음악의 만화경, 삼바와 보사노바의 나라”5)가 있다.

4) 이승용, “빌라로보스의 생애와 음악”, 『중남미 연구』 (서울: 제22권 2호, 2003).

김명신, “Villa- Lobos의 피아노 음악”, 『피아노 음악연구』 (서울: 한국 피아노 학회, 제5권 2011).

5) 김순담 “브라질 빌라-로보스의 작품”, 『피아노 음악』 (서울: 음연, 2000. 12).

서남준, “브라질, 음악의 만화경 삼바와 보사노바의 나라”, 『피아노 음악』 (서울: 음연, 2002. 3).



- 9 -

국외의 학위논문 중에는 국내 논문에 비해 좀 더 많은 피아노 작품이 연

구 되었는데 브리타스(Lucas Jose Bretas)의 박사논문6)과 마르체나(Martha

Marchena)의 박사논문7)이 본 연구에 대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주었다. 브

리타스는 어린이의 작품 중에서 <수레바퀴 장난감>(Brinquedo de roda,

1912), <장난꾸러기 아이들>, <동화 이야기>(Histórias da carochinha, 1919),

그리고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을 선택하여 연구하였는데, 이 곡들은 아이

들의 놀이와 노래 혹은 민속적인 것들과 관련된 것들로 선택하였다. 또한

각각의 곡들의 브라질적인 문화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마르체나는 <아기 가족 모음곡 1집>, <난폭한 시>(Rudepoema, 1921-26),

그리고 <세 명의 마리아> 3곡을 연구하였다. 그녀의 연구는 3개의 영역

즉, 음악적 분석, 민속적 영향 그리고 작곡의 방법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 두

개의 논문은 저자가 브라질인이라 문화적 배경, 곡의 배경 부분은 유용한

정보를 주었지만 곡에 대한 실제적인 교수학적 분석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

어 있지 않았다. 그밖에 코브(Susan Schroeder Cobb)8)의 논문에서는 <피

아노를 위한 실용적 가이드>(The Guia Pratico for Solo Piano)에서 노래

의 피아노 편곡들과 <실용적 가이드>(The Guia Pratico) 성악집에서 선택

되어진 민속노래들 사이에서의 음악적 그리고 문화적인 연관성을 표현한

것에 대한 연구로서 참고는 되었지만 본 연구에 직접적인 정보는 주지 못

하였다.

6) Lucas Jose Bretas Dos Santos, “Selected Piano Works for Children and About Children by

Villa-Lobos: A Pedagogical Insight”, (Ph. D. Diss., University of Indiana, 1989).

7) Martha Marchena, “An Analytical Study of Three Solo Piano Works by Heitor Villa-Lobos”,

(Ph. D. Diss., The University of Miami, 1985).

8) “Guia Pratico For Solo Piano By Villa-Lobos: Stylistic And pedagogic Insight into Albumb Ⅰ

Ⅶ, and Ⅸ”, ((Ph. D. Diss, Oklahoma Graduate Colleg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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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행 연구자들은 빌라 로보스의 음악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고

모든 장르의 작품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중급 피아노 작품에 대해서는 범위

가 한계가 있으며 교수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쓴 연구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아노 교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교수학적 관점

에서 빌라 로보스의 중급 피아노 작품들을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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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브라질 음악

1) 정체성과 역사적 배경

브라질 음악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되는 브라질 문화와

역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브라질은 1500년에 포르투갈의 항해사

페두루 알바레스 카브라(Pedro Alvares Cabra, 1467-1520)가 인도를 향해

항해하던 중 풍랑을 만나 지금의 브라질 바이아(Bahia)지역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포르투갈 사람들은 풍부한 천

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을 300년 이상 식민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들의 식민 통치 과정에서 ‘인종 혼합’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

다. 이는 유럽의 백인들과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인디오들, 그리고 당시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던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농장의 부족한 일손을 메꾸

기 위해 아프리카로부터 수입된 흑인들이 뒤섞여 나타난 것이다.9) 이런 배

경을 통해 브라질에는 백인과 흑인 그리고 인디오가 혼합된 ‘브라질만의

고유한 문명’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결과 브라질 문화는 아메리카 대

륙에 첫발을 디뎠던 포르투갈과 이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 인디

오 문화, 그리고 정복자 유럽인들에 의해 노예의 신분으로 신대륙에서의

9) 최금좌, "카니발을 통해 본 브라질의 문화 정체성", 『국제지역연구』 (서울: 제5권 제2호, 2001), p. 182.



- 12 -

삶을 시작했던 흑인 문화가 혼합된 형태라 한다.10) 따라서 브라질 음악은

‘흑 백의 조화’ 속에서 다채롭고 풍요로운, 그리고 독특한 개성을 지닌 음

악이 탄생하였으며, 이러한 문화적 배경과 다양한 인종들의 결합은 브라질

음악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브라질 예술 음악의 역사는 식민지 시대와 독립이후의 음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11) 1500년부터 1822년까지의 식민지 시대의 음악은 교회와

연관되어 발전되었다. 포르투갈은 가톨릭 국가로서 선교사들은 아메리카

인디오 원주민들에게 음악을 통해 포교 활동을 시작했는데, 1550년 예수회

소속인 노비에가(Jesuit Nóbrega, 1517-1570)12)가 바히아(Bahia)에서 학교

를 설립해 선교를 위한 도구로 원주민들에게 음악교육을 시작했다, 이런

움직임들은 브라질 음악에 큰 영향을 주어 이 시기의 작품들은 교회 예배

시 사용되어진 음악들, 즉, 미사(masses) 모테트(motets), 입당송(antiphon),

노베나스(novenas)13) 등과 같은 의전용 성가작품들이 대부분이며 주로 소

규모의 오케스트라에 의해 반주되는 화성적 양식의 혼성 합창곡들이다. 이

와 같이 식민지 당시의 브라질 음악은 종교음악을 통해 유럽 음악의 사조

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19세기 전반에 들어와서도 브라질 음악은 여전히 유럽에 영향을 받아 오

페라와 살롱음악이 우위를 차지하였다.14)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곡가가 프

10) 이승덕, 『브라질 들여다 보기』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츨판부, 2005), p. 255.

11) Gerard, Behague, "Brazil", The New Dictionary Of Music Musician, Stanley Sadied, Vol. 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 268.

12) 노비에가는 예수회 선교사로서 예수회 대학교, 신학교를 창립하는데 기여하였다.

13) 9일간의 기도. 그 기원은 초대 그리스도 교회에서, 부활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 데서 비롯되

었다. 특히 예수승천축일(목요일) 후 9일 동안 성령을 통한 예수의 새로운 현존을 기다린 데서 유

래한다. 이 기도와 기다림에서 9일 동안 특별한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는 관습이 생겼다.

14) Gerard Behague, "Brazil", p.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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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시스코 마누엘 다 실바(Francisco Manuel Da Silva, 1795-1865)이다. 그

는 브라질 국가를 작곡했고 교회나 성당의 음악을 극장음악으로 교체시키

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이런 음악 흐름은 1822년 독립한 이후에도 계속되

어 유럽 음악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세속 오페라와 살롱음악이

범람하였다.

19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음악가들은 대중적이고 민속적인 주제와 민족

주의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유럽의 예술음악과 오페라의 아

리아 등의 음악과 브라질의 민속음악 요소인 모딘아(Modinha)15)와 룬두

(Lundu)16)의 음악들이 혼합이 되어 나타난다.17) 따라서 왈츠, 폴카, 마주르

카 등의 유럽 댄스음악과 하바네라, 탱고 등의 민속적인 음악요소와의 결

합은 브라질 고유 음악의 특징에서 벗어나 새로운 종류의 음악을 탄생시키

게 된다.18)하나의 예로 José Joaquim Goyanno(-1867)19)의 “폴카-마주루카

(Polka-Mazurka)”는 자유롭게 유럽 댄스에서 적용을 시켰다. 유럽 마주르

카의 셋째 박에 악센트가 오는 것을 여기서는 붙임줄로 연결시켜 당김음

패턴으로 셋째 박을 강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 있다.20)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브라질은 러시아에서 발생한 민족주의 음악과 더

불어 민족주의 흐름에 합류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20세기의 도래와 더

불어 브라질 예술 음악의 질을 더욱 향상시켰다. 그 결과 브라질 고유의

15) 모딘아(Modinha); 포르투갈에서 발생하였으며 도시 풍의 민요로 감성적이며 선율에 당김음

을 사용했다.

16) 룬두(Lundu): 아프리카 노예들에 의해 브라질에 도입된 기악곡에 붙인 노래와 춤.

17) 김명신 “H. Villa-Lobos의 피아노 음악”, 『피아노 음악연구』 (제5호, 2011), p. 130.

18) 1850년에 출판된 19세기 중반의 브라질 살롱 음악 모음집인 피토레스코 음악앨범(Album Musicl

Pitoresco, 1850)에는 유럽음악에서 브라질 살롱 음악으로 변신한 과정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David P. Appleby, The Music of Brazi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3), p. 42.
19) 출생년도는 기록되지 않음

20) David P. Appleby, The Music of Brazi, p. 44.



- 14 -

노래와 춤곡, 그리고 리듬 등을 기본 요소로 작품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당시의 음악 양식인 인상주의와 표현주의 음악을 결합시

켜 브라질 예술 음악의 전향적 발전시기를 맞는다. 이것은 자국의 순수한

음악 유산 안에서 고유의 특성을 재발견하고 음악어휘를 보다 풍부하게 하

여 음악어법과 재료의 확대를 가져 왔으며 20세기 음악 발전에 주요한 힘

이 되었다. 이러한 브라질 민족주의 음악은 19세기 말에 활동한 알렉산더

레비(Alexandre Levy, 1864-1892)와 20세기 초 작곡가로 알베르토 네포무

세노(Alberto Nepomuceno, 1864-1920)에 의해 시초21)가 되어 발전해 나가,

후에 빌라 로보스와 많은 작곡가22)들이 브라질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음악

들을 작곡하게 되었다.

2) 음악의 종류와 특징

(1) 음악의 종류

브라질은 포르투갈계 백인, 아프리카계 흑인, 토착 인디오들의 인종혼합

으로 다양한 음악, 종교, 문화가 공존하게 된다. 이런 문화적인 융합은 실

제적으로 노래와 춤의 다양성을 낳았고 이들은 브라질 음악의 중요한 소재

가 되었다.

먼저 브라질 노래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민속 노래와 어린이 동요, 종교

적 노래, 춤과 함께하는 노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린이 동요와 어린시

21) 브라질 민족주의 음악의 1세대로서 레비와 네포무세노가 이에 속한다.

22)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오스카 로렌조 휘르난데스(Oscar Lorenzo Fernandez: 1897-1948), 프란시스코 믹

노니(Francisco Mignoine: 1897-1986), 까마르고 과르니에르(Camargo Guarnieri: 1907-1993)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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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라는 주제는 브라질 문학과 예술 안에서 중요한 테마이다.23) 이 테마

를 가지고 많은 브라질 작곡가들이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작곡가가 빌라 로보스이다. 그의 작품 <장난꾸러기 아이들>, <수레바퀴

장난감>, <씨랑쟈스 모음곡>(Cirandas, 1926),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

<아기 가족 모음곡>들과 <피아노를 위한 실용적 가이드>(Guia Pratico,

1932-1947)라 불리는 11개 세트의 곡들은 어린이 주제와 관계된 노래들과

어린이가 직접 부른 노래에 근거를 둔다.24) 브라질의 시인이자 음악학자 마

리오 드 안드라데(Mario de Andrade, 1893-1945)에 의하면 노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25) 두가지 분류는 중첩되기도 하지만 사회에서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노래와 개인의 경험이나 특별한 감정을 표현

하는 노래가 그것이다. 이렇게 노래선율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브라질 음

악 종류은 쇼쇼(Coco), 토아다(Toadas), 데사피오(Desafio), 쉬울라(Chula),

룬두(Lundu), 모딘아(modinha), 프레고(Pregoes) 등이 있다.

다음으로 브라질 음악에 영향을 주는 소재로서 춤은 빼놓을 수 없는 장

르이다. 라틴 아메리카 춤과 음악은 항상 깊은 관계가 있다. 춤의 형태가

다양하고 같은 춤인데도 명칭들이 각기 달라 브라질의 민속춤을 분류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예를 들면 삼바라는 용어에 많은 다양한 춤들이 적용되

어 불리는 것처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대부분 독특한 브라질의

민속춤들은 로마 가톨릭 전례의 축제와 관계되는 종교적인 것과 그리고 바

뚜끼(Batuque)와 같은 즉흥적인 아프로 브라질 춤에서 탄생되었다. 춤에

연관된 음악에는 삼바와 바뚜끼 외에도 콩가다(Congada), 쉬울라(Chula),

23) David P. Appleby, The Music of Brazil, p. 97.

24) ibid., p. 97.
25) 마리오 드 안드라데는 그의 수집목록에 musica socializada와 musica individual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ibid.,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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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셰(Maxixe)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종의 혼합에 의한 문화적 영향이 배경이 된 음악들이다.

따라서 브라질 음악 종류는 크게 포르투갈 음악과 아프리카 음악의 영향을

받는 음악, 그리고 브라질 본토기원의 음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포르투갈 음악의 영향을 받은 음악에는 모딘아, 토아다, 쉬울라가 있으

며, 아프리카 음악의 영향을 받은 음악은 바뚜끼, 룬두, 마시셰, 삼바가 있

다. 브라질 민속음악에서는 즉흥적으로 연주되는 데사피오와 프레고가 있

고 이 외에 아프리카와 유럽의 기악 앙상블로 된 쇼로(Choro)가 있다.

브라질 음악의 종류들을 기원을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브라질 음악의 종류26)

브라질 음악 장르 기원 특징

콩가다

(Congada

,Congado,

Congo)

춤

아프리카

이베리아

요소

브라질 흑인들의 종교적인 극 콩가(Conga)에서 유래된

것으로 민속춤과 음악을 결합한 대중극에 아프리카와

이베리아의 요소가 결합된 대표적인 춤.

쇼쇼

(Coco)

노래,

춤

아프리카

이베리아

요소

18세기에 브라질 북동쪽에서 기원이 된 춤으로 이베리

아와 아프리카 춤과 노래 형태의 혼합을 의미. 노래는

원시 아프리카의 주문에 가까워 노래라기 보다는 외치

는 듯한 스타일의 짧은 프레이즈로 이루어져있다. 2/4

박자에 16분음표의 계속적인 표현으로 주로 짧은 무궁

동(Moto Perpetuo).

삼바

(Samba)
춤 아프리카

브라질의 니그로계 원주민의 집단적인 춤의 일종. 아

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이 자기들의 옛 배꼽춤27) ‘움비

가다(umbigada)'를 지칭할 때 부르던 셈바(semba)에

서 유래. 28) 2박 계통에 장조의 성격을 띠며 활기찬

템포와 빠른 음을 바탕으로 한다.

26) Slonimsky, Nicolas의 Music of Latin America와 David P. Appleby의 The Music Of Brazil
그리고 Gerard, Behague의 "Brazil", The New Dictionary Of Music Musician에 의거하여 표를
만들었다. Nicolas Slonimsky, Music of Latin America (New York: Thomas Y. Crowell,

1949), pp. 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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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뚜끼

(Batuque)
춤 아프리카

바뚜끼는 아프리카에서 건너와서 브라질 춤으로 정착한

음악. 둥글게 원을 그리고 손벽을 치면서 북과 여러 가

지 쇠, 유리, 나무조각 등으로 소리를 내며 춤주는 곡.

날카로운 당김음(♪♩♪)을 갖는 2박자 계열의 리듬이

기본. 첫음과 끝음이 다르며 서정적이면서도 빠른 리듬

때문에 유머러스하고 경쾌한 느낌.

마시셰

(Maxixe)
춤 아프리카

마시셰는 바뚜끼의 흑인적인 요소를 빌려왔으며 2인1

조의 브라질에서 가장 오래된 춤곡. 2/4박자이고 약간

의 당김을을 포함한 빠른 박자가 특징.

룬두

(Lundu)

노래,

춤

아프리카

‘반투지방의 노예들에 의해 브라질에 소개된 앙골라

기원의 아프리카 노래와 춤’

주요 3화음을 기본으로 하는 간단한 반주와 선율상에

서 넓은 도약, 선율악절에서 첫음과 다른 끝마무리,

동형진행의 사용, 짧은 대칭적인 프레이징이 특징.

쉬울라

(Chula)
춤 포르투갈 소박한 시골 춤곡으로 2/4박자의 장조

토아다

(Toada)
노래 포르투갈

브라질 전역에 걸쳐 유행했던 노래로 스페인의

‘tonda’에서 온 용어. 형식과 리듬이 유연하고 슬프고

애절한 성격의 선율이 주가 되는 노래. 선율 진행이

3도 병행함.

모딘아

(Modinha)
노래 포르투갈

낭만적인 성향을 지닌 모딘아는 포르투갈의 노래

‘moda’에서 기원된 말이며 가장 순수한 유럽적인 선

율. 모딘아의 가사는 사랑, 실연 등의 시적인 내용.

좁은 음역에서의 순차 진행과 반복패턴을 사용하며,

감상적이고 주로 단조이며 우아한 선율과 짧은 꾸밈

음 등으로 장식되는 특징. 병행단조와 4도로 진행되

는 전조가 독특하다.29)

프레고

(Pregoes)
노래 브라질

거리 상인의 노래인데, 여전히 브라질 여러 도시에서

불려지고 있는 민속음악.

27) '배꼽춤’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앙골라와 콩고 지방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이 원을 만들

고 원 안에 서너 사람이 음악에 맞추어 팔, 다리, 궁둥이를 민첩하게 움직이며 춤을 추다, 춤을

추던 사람이 순서를 바꾸고 싶을 때 상대방의 배꼽을 가볍게 건드려 신호를 보낸 것에서 ‘배꼽

춤’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28) 삼바는 브라질 국민들의 낙천적이며 내성적인 면을 표현한다. 최금좌, “삼바: 브라질 전통의 진수”,

『중남미연구』 (20, 2001), pp. 18-19.

29) David P. Appleby, Music of Brazil,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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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사피오

(Desafio)

노래,

기악
브라질

데사피오란 ‘도전자’ 라는 뜻. 두 명 이상의 가수가 서

로 자유롭게 경쟁하며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곡. 브라

질에서는 북동쪽에 주로 널리 퍼져 있다. 리듬은 당김

음, 부점, 2박 계통의 박자, 불규칙 분할 리듬이 많고

생동감 있고 원시적이며 즉흥적인 성격을 많이 갖는다.

쇼로

(Choro)
기악

포르투갈,

아프리카

포르투갈어로 ‘눈물’이며 우는 자(Weepers) 라고 불리움.

아프리카와 유럽의 여러 가지 기악 앙상블.

(2) 음악의 특징

브라질의 여러 민족의 문화적 혼합은 다양한 민요와 춤들을 창조해냈다.

그리고 다양한 레퍼토리와 음악적 구성안에서 공통적인 특징들을 만들어냈

다. 이러한 브라질 음악의 특징들을 선율과 리듬, 그리고 화성으로 구분하

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선율

선율의 일반적인 특징은 반복 진행이 많고 온음음계(wholetone scale), 5

음음계(pentatonic), 4음음계(tetratonic scale)가 주로 사용되며, 그리고 장

단조 조성인 경향이 있다. 선율의 모습은 아치형 멜로디, 순차진행

(conjunct motion)30)하는 움직임과 짧고 대칭적인 프레이즈를 볼 수 있다.

이베리아 민속노래와 그레고리안 성가의 영향을 받아 교회선법 사용과 장

식음을 가지는 서술형의 노래형태를 브라질 민속노래 선율에서 찾아볼 수

30) 어느 한 음의 바로 옆에 있는 음, 즉 2도위 또는 아래로 진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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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서유럽이나 서아프리카 영향을 받아 노래의 시작에 넓은 음

정의 도약으로 인한 선율적 긴장이 생기는 경향도 있으며 반복음에 의해

정적인 프레이즈가 만들어지는 선율도 브라질 음악에서 찾아볼 수 있다.31)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은 모딘아 민속 선율과 아프리카 음악의 영향을 받

은 룬두의 민속 선율에서는 짧고 대칭적인 프레이징과 선행과 주제의 응답

종류들이 자주 발생되는 브라질 민속 노래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아

프로-브라질리언(Afro-Brazilians) 민족의 춤과 노래는 후렴구의 반복 패턴

(stanza-refrain)이 자주 보인다.

<악보 1> 브라질 음악의 주요 선율 재료

31) Gerard Behague, "Brazil", p.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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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리듬

브라질 음악은 리듬에서 민속적인 특징이 확실히 나타나는데,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흑인들의 영향에서 만들어진 아프로-브라질리언 리듬과 포르투갈

의 영향인 이베리아 리듬32), 그리고 메스타쪼(Mestazo)33)음악이 대표적이

다. 아프로-브라질리언 리듬의 특징으로서는 무엇보다 타악기의 애호로 불

규칙한 악센트와 아티큘레이션에 의한 당김음이 특징이며 상반된 2박과 3

박의 리듬 패턴이 보인다. 이베리아 리듬의 특징으로서는 브라질 음악에 3

박 혹은 겹박 리듬(6/8, 9/8)을 제공하였고 강박에 명확한 강세를 준다.

브라질 음악은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2박에서 3박까지의 연속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당김음 패턴과 2박계통을 즐겨하는데 이 패턴들은 아프리카와 이

베리아 반도의 동일한 요소들이다.

메스타쪼 민속음악에서 자주 발생하는 리듬 패턴은 하바네라 리듬을 변

형하거나 16분 음형이 많은 리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음악은 아프리카 헤미올라 리듬이 특징으로서 자주

나타난다. 노래 안에서는 특히 자유로운 리듬 선율과 불규칙한 리듬 구조

가 보이며 3박자와 복합박자(3/4, 6.8, 9/8)로 주류를 이룬다.

리듬의 창의성과 아프리카 음악의 즉흥적인 요소들은 브라질 민족주의

작곡가들에게는 풍요로운 재료이다.34)

브라질 리듬의 구성요소에 대해 일괄적으로 확실하게 말하기에는 그 양

상이 복잡다단하지만 브라질 민속 음악의 주요 리듬의 형태를 정리해 보면

32) 이베리아(Iberia): 유럽의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반도인 이베리아 풍을 말한다.

33) 메스타쪼 음악: 콜럼버스 탐험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이주해온 사림들이 자신들의 전통음

악을 미 대륙에서도 계속 연주하면서 유럽음악과 원주민의 음악이 석여 새로운 음악으로 탄생했

는데 이를 ‘메스타쪼 음악’이라고 한다. 스페인과 인디언의 혼혈아.

34) David P. Appleby, Music of Brazil,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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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35)

<악보 2> 브라질 음악의 주요리듬

③ 화성

브라질 민족주의 음악은 리듬과 선율에 고유의 특징들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화성은 곡을 지탱해주는 최소한의 구성적 요소로서 작품 안에서 .

뚜렷한 화성 진행의 윤곽보다는 오히려 다성 음악적 평행주의(polyphonic

Parallelism)36)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35) Gerard, Behague,"Brazil", p. 274.

36) ibid.,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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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이토르 빌라 로보스(Heitor Villa-Lobos, 1887-1959)

1) 생애와 영향 받은 작곡가들

(1) 생애

에이토르 빌라 로보스는 1887년 3월 5일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태어났

다. 유년시절의 음악 수업은 스페인계인 그의 아버지 라울(Raul

Villa-Lobos, 1862-1899)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졌다. 역사학자인 라울은 음

악에도 조예가 깊어 빌라 로보스에게 첼로와 클라리넷을 가르쳤다. 유년

시절 집안의 저녁 시간은 여러 음악가들의 모임과 그들의 실내악 연주로

풍성하였는데 이러한 가정환경은 빌라 로보스를 음악가로 자라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1892-1893년에 정치적인 문제로 빌라 로보스의 가족들은 리우 데 자네

이루(Rio de Janeiro)를 떠나 도피 생활37)을 하게 된다. 이 시기에 빌라 로

보스는 브라질의 토속적인 음악과 리듬 그리고 그들이 제작한 악기 등을

접하게 된다. 고전 음악을 배운 어린 빌라 로보스에게 농촌의 음악은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 때의 기억은 훗날 브라질 여행에 원동력이 되었는지

도 모른다.

37) 1889년 브라질은 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 바뀐다. 라울은 군주제를 옹호하면서 신 군부 정권과 공

화정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기고하면서 요주의 인물이 되고 그를 시기한 동료의 모함으로 근무지

인 도서관의 책을 임의로 유용했다는 누명을 쓰고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가족들을 데리고 도피

생활을 시작한다. 이승용. “빌라로보스의 생애와 음악”, 『중남미연구』 (제22권 2호, 2003),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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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시절에 미친 또 다른 영향은 바로 쇼로(choro)라 불리는 거리의 음

악가 무리로, 이들의 음악은 그에게 전통 고전음악 보다는 대중음악에 흥

미를 갖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의사가 되길 바라던 어머니와 음악을 하길 바라던 빌라 로보스의

갈등이 깊어지자 그는 집을 나와 고모와 함께 살게 된다. 이 시기에 그는

길거리 음악가 쇼로 연주자들과의 음악 교류를 통해 작곡 능력과 즉흥연주

실력이 빠르게 성장하게 된다. 쇼로 연주자들과의 교류는 대중음악 뿐만

아니라 빌라 로보스에게 브라질의 자연과 원주민들의 리듬 등 브라질의 토

속적인 음악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38)

18세가 되던 해 빌라 로보스는 브라질 전 지역을 떠돌면서 다양한 경험

을 하게 된다. 그는 1905년부터 1911년까지 브라질 전 지역을 구석구석 다

니면서 많은 민요와 민속음악을 수집하는데, 각 지방의 음악들은 이후 빌

라 로보스의 음악 작업에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그가 쓴 기타 음악과 노

래는 이 시기부터 작곡된 것이다.

리오 데 자네이로로 돌아온 빌라 로보스는 국내에서 공부하거나 독학하

며 음악작업을 하였는데 국립음악원(The Instituto Nacional de Musica)에

서 아기넬로 프란까(Agnello Franca, 1875-1964)에게 잠시 화성법을 공부

하였고, 지휘자이며 작곡자인 프란시스코 브라가(Antonio Fransisco

Braga, 1868-1945)에게도 배웠다. 또한 1913년 피아니스트이자 교사이던

루실리아 구이마레스(Lucilia Guimaraes, 1886-1966)와 결혼하여 안정적인

환경과 부인에 도움과 영향으로 피아노와 실내악곡을 본격적으로 작곡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바그너

38) 이승용. “빌라로보스의 생애와 음악”,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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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Wagner, 1813-1883). 푸치니(Giacomo Puccini, 1858-1924) 등 기

타 다른 유럽의 작곡가들에 대하여 연구하며 이들에게서 받은 영향을 작곡

에 반영하였다.

1917년과 1918년 사이에 빌라 로보스는 유럽 음악계의 거목이었던 아르

투르 루빈슈타인(Artur Rubinstein, 1887-1982)과 다리우스 미요(Darius

Milhaud, 1882-1974)를 개인적으로 알게 된다. 미요는 1917년 브라질 주재

프랑스 대사를 따라 비서관으로 오게 되었고, 루빈슈타인은 리오에서 독주

회를 가졌다. 빌라 로보스는 루빈스타인이 연주하는 드뷔시(Claude Achille

Debussy, 1862-1918)의 음악을 듣고 인상주의에 호감을 갖게 되고39), 미요

로부터도 인상주의 기법을 전해 듣게 되면서 인상주의 음악은 빌라 로보스

의 피아노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루빈스타인은 빌라 로보스의 음악

성을 인정하여 그의 작품을 연주할 뿐만 아니라 돈독해진 우정으로 경제적

인 원조도 아끼지 않았다. 루빈스타인에 의해 그의 작품 <아기 가족 모음

곡 1집>이 초연(1922)되기도 했는데 민족적인 작품으로 알려진 이 곡은 거

기에 더해 인상주의적 요소가 뚜렷하다. 루빈스타인의 연주를 통해 빌라

로보스의 음악은 유럽과 미국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22년 ‘모더니즘 예술주간’40)(A Semana da Arte Moderna)를 통해 전

문 음악인 이외의 일반 청중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한 빌라 로보스는 1923

년부터 1930년까지 세 번에 걸쳐서 유럽을 방문하는데 이 중 가장 큰 의미

를 갖는 것은 그의 첫 번째 파리 방문(1923-1924)이다.41) 그는 이 기간 동

39) Vasco Mariz, Heitor Villa-Lobos life and Work of the Brazilian Composer (Washington, D.
C: American Cultural Institute, Inc. 1970), p. 9.

40) 모더니즘 예술주간; 마리오 드 안드라데(Mario de Andrade, 1893-1945)를 중심으로 1922년 2월

13, 15, 17일에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브라질 지식인들의 브라질 정체성 찾기 운동.

41) 이승용. “빌라로보스의 생애와 음악”, p. 65.



- 25 -

안 파리에서 연주 활동을 하면서 라벨(Ravel, 1875-1937), 바레즈(Varese,

1883-1965) 그리고 스트라빈스키(Stravinsky, 1882-1971) 등을 만나면서 자

연스럽게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는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으며 출판

업자 막스 에스쉬그(Max Eschig)를 통해 300곡이 넘는 작품들을 출판하게

된다. 1930년 브라질로 돌아가기 전까지 빌라 로보스는 파리를 중심으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작곡 발표, 강연, 지휘를 하면서 명성을 확립한다.

유럽에서 남미 대표 작곡가로서 인정을 받은 빌라 로보스는 브라질로 돌

아와 브라질의 음악교육에 관심과 열정을 쏟는다. 1932년 리오 음악학교

교장에 임명되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브라질 음악 교육 발전에 앞장섰다.

빌라 로보스는 ‘Canto Orfeônico’42)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음악의 보급

과 대중화에 노력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합창을 통해서 음악 교육을 받지

못한 서민 계층과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43) 이러한

빌라 로보스의 음악교육은 평범한 서민 계층과 학생들에게 음악을 통하여

자긍심을 갖는 동기를 마련하였고 브라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브라질에 대

한 애국심을 높이기 위한 시도였다. 조국의 음악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과 브라질 음악을 통해 자신의 음악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민족주의 정신은

빌라 로보스 음악 철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의 음악이 브라질 음악 축제의 일환으로 미국에 알려지면서 빌라 로보스는

1944년 미국을 처음 방문하게 된다. 그는 작품 발표회와 강연회를 개최하

고 뉴욕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등 미국인들은 빌라 로보스의 공연

을 보고 좋게 평하였으며 연주는 큰 성공을 거둔다. 미국에서의 생활과 활

42) 이 용어는 1830년대 프랑스에서 사용되었고 브라질에 소개된 것은 1912년이다. 음악은 합창을 하

면서 쉽게 배울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승용. “빌라로보스의 생애와 음악”, p. 66.

43) ibid.,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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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빌라 로보스로 하여금 더 이상 브라질적인 요소에 한정된 민족주의

작곡가로서가 아니라 보다 넓고 보편적인 음악을 만들게 하는 계기로 작용

한다.44) 이후 그는 교향곡, 현악 4중주, 합창곡, 교향시, 오페라 등을 통하

여 독창적인 국제적 작곡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1948년에 프랑스 학술원 회원으로 추대 되었고, 1955년 독일의 작가, 작

곡가, 음악가 보조협회에서 수여하는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메달을 받았다.45)

1957년 70세의 생일에 상파울로(San Paulo)에서는 ‘빌라로보스 주간’을 만

들어 이 해를 ‘빌라 로보스의 해’로 선포하였으며46) 뉴욕, 파리 등 세계 각

지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는 최고의 영예를 누렸다.

빌라 로보스는 1959년 11월 17일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건강 악화로 72

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44) 이승용. “빌라로보스의 생애와 음악”’, p. 68.

45) Vasco Mariz, Heitor Villa-Lobos life and Work of the Brazilian Composer, p. 26.

46) ibid.,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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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향 받은 작곡가들

빌라 로보스는 모국 브라질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이 평가 받는

다. 그 이유는 오로지 브라질적 특징만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빌라 로보스

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스타일과 사상이 작품에 스며들어 그 누구의 것

과도 비슷하지 않은 차별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의

음악이 독창적인 것은 아니었다. 1923년과 파리를 처음 방문한 후 브라질

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1925년 초까지의 기간에 전통형식과 스타일에서 탈

피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된다. 이 음악적 사고의 전환에는 동시대 다른

나라 작곡가들의 영향이 크다. 애초에 독학으로 음악 공부를 했던 빌라 로

보스는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음악들을 접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제목, 선율, 작곡 기법에서 바그너, 프랑크, 푸치니, 드뷔시, 차이

콥스키 그리고 러시아 5인조의 전형적인 특징을 모두 섭렵하였다.47)

빌라 로보스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라울을 통해 바그너와 푸치니의 음

악을 접하였는데 바그너가 음악 안에 그의 사상과 철학을 어떻게 융합하는

지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음악에도 주관을 반영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빌라 로보스의 교향곡에서 바그너의 영향을 뚜렷이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제목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표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교향곡 Op. 12는 부제목을 <예측불허>(The Unforeseen, 1916)라 붙여 예

술가의 영혼과 운명, 우주에 관한 젊은 날의 사색을 표현하였으며 1919년

에 작곡된 교향곡 3번 <전쟁>(The War, 1919)에는 전쟁에 대한 자신의

47) Lisa M. Peppercorn, The world of Villa-Lobos in pictures and documents (Aldershot, England:
Scolar Press; Brookfield, Vt, USA: Ashgate Pub. Co., 1996),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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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를 담아냈다. 교향곡 4번 <승리>(The Victory)에서는 승리의 이념을

반영시켰다. 이처럼 빌라 로보스는 바그너를 통해 사상과 철학을 음악을

통해 표현하는 방법과 더불어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사용하는 테크닉도 배

웠다48)

1913년 빌라 로보스가 26살 되던 해 브라질에서는 러시아 발레가 인기

를 얻고 있었다. 빌라 로보스는 보로딘(Alexander Borodin, 1833-1887)의

<이고르공>, 림스키코르사코프(Rimsky-Korsakov, 1844-1908)의 <세헤라자

드>, 발라키레프(Mily Alexeyevich Balakirev, 1837-1910)의 교향시 <티마

라> 같은 대작들을 접하며 오케스트라 악기 편성에 대해 공부할 수 있

었다. 스트라빈스키(Igor Feodorovich Stravinsky, 1882-1971)의 3대 발레

곡 <불새>, <페트루슈카>, 그리고 <봄의 제전> 역시 빌라 로보스에게 새

로운 안목을 마련해 주었는데 이 같은 러시아 음악의 영향은 빌라 로보스

의 음악에서 소리의 조화, 구조, 형태 그리고 리듬을 다루는 새로운 사고를

제공했다. 차이콥스키와 러시아 5인조 음악은 빌라 로보스에게 민속 선율

을 음악재료로 사용하게 하는 방식을 가르쳐주었다. 빌라 로보스의 선율은

민속선율인 모딘아로부터 자주 차용하는데 러시아 작곡가들도 그들의 민속

적이고 대중적인 음악에 의해 영감을 받고 음악을 만들어 나갔으며 이런

점에서 두 나라의 음악은 공통점을 가진다.

프랑스는 그 당시 브라질 지식인들에게 문학, 예술, 그리고 철학 등 다방

면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 빌라 로보스의 초기 음악에서 프랑스의 영향은

제목이나 텍스트 정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그 예로 프랑스어로 쓰여진

<화살에 상처 입은 새>(L'oiseau blessé d'une flèche, Op. 10, 1913)와

48) Lisa M. Peppercorn, Villa-Lobos the music,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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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10월에 쓰여진 <시들은 꽃>(Fleur fanée op. 18) 등이 있다. 무엇

보다 드뷔시의 영향이 컸는데 빌라 로보스는 드뷔시 음악의 음색과 음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원하는 종류의 소리와 색깔을 만들기 위하여 여

러 악기들의 조화에 관심을 가졌고, 특히 실내악 장르에서 특이한 악기들

을 선택하고 조합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결과 악기들의 어

울림에서 그는 새로운 음향과 음색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프랑스로부터의

영향은 빌라 로보스의 영감을 자극했고 음악적 진보에 도움을 주었다,

빌라 로보스는 이 같은 다양한 영향을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하였고 이를

발판으로 고유의 독창성을 더욱 뚜렷이 지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의

음악은 브라질적인 특성에 국제적인 음악요소들이 가미되어 국내외에 점차

널리 알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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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아노 작품의 전반적 특징과 작곡 기법

(1) 피아노 작품

빌라 로보스는 피아노 곡 뿐만 아니라 교향곡, 오페라, 실내악곡, 성악곡,

오라토리오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작곡했으며, 다작으로도 유명하다.

1000여곡이 넘는 다양한 장르의 곡 중 빌라 로보스 박물관에서 발행한

주요 목록49)에서 출판된 피아노를 위한 작품은 61곡이며 출판되지 못한 작

품들과 기타 곡을 건반으로 옮겨놓은 초기의 작품들까지 포함한다면 상당

수 많은 작품을 남겼다.

빌라 로보스의 주목할 만한 피아노 음악은 1912년 이후에 작곡된 것들로

서 피아니스트 아내 루실리아 구이마레스에게 피아노를 배우면서 많은 작

품들을 남기기 시작한다. 특히 어린이 테마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많은데 루실리아가 연주한 슈만의 피아노곡인 <어린이를 위한 앨범>(Fur

die Jugend op. 68, 1848), <어린이 정경>(Kinderszenen op. 15, 1838) 등을

듣고 어린이를 위한 작품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 추측한다.50) 그 결과

1912년에 작곡한 피아노 작품 <수레바퀴 장난감>, <장난꾸러기 아이들>,

<어린이 모음곡>(Suite infantil No.1)은 모두 어린이와 관련된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아직 빌라 로보스의 음악세계를 확실히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제목과 리듬적인 요소에서 브라질 색깔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곡들이다.51)

49) 리오 데 자네이로에 있는 빌라로보스 박물관 카탈로그.

David P. Appleby, Music of Brazil, p. 130.
50) Lisa M. peppercorn, Villa-Lobos the music, p. 2.

51) Lisa M Peppercorn, Villa-Lobos the Music,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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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로보스의 초기의 피아노 작품들은 제목이나, 선율에서 푸치니, 쇼

팽, 슈만, 이태리 오페라 음악의 영향을 받아 작곡되었다.52) 이에 해당되는

곡들은 <왈츠-스케르초>(Valse-scherzo, 1913), <이베리아 노래>(Cancao

iberic, 1914), <출렁임>(Ondulando, 1914)등이 있다. 브라질 전역을 다니면

서 채집한 민요와 민속적인 요소들은 이 시기에 소재로서 사용되었는데

<아프리카 풍의 춤곡>(Dancas Caracteristicas Africanas 1914)은 원주민

인디오들의 춤과 리듬적 요소를 모티브로 만든 곡으로서 브라질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곡이다. 이를 필두로 그의 작품은 1917년 이후로는 인상주의

의 영향과 민족적인 요소가 합쳐진 모습들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어린이 가족 모음곡 1집>53)이다. 이후에 빌라 로보스의 피아노 음악은

시기 별로 일정한 스타일이나 성격으로 분류하기 어렵고, 어떤 작품은 간

단하고 쉽게 이해되지만 어떤 작품은 어렵고 난해한 작품들로 다양한 분포

를 보인다. 그러나 크게 공통적인 요소들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제목 혹은 선율에서 어린이 세계를 알 수 있는 작품과 어린이들

을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진 작품들이다. 제목에서부터 어린이 세계를 엿

볼 수 있는 <장난꾸러기 아이들>와 <어린이 모음곡>, <어린이들의 축

제>(Carnaval das criancas54), 1920), <동화 이야기>, 그리고 브라질 어린

이 동요에 기초를 둔 <수레바퀴 장난감>,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 가르

치기 위한 목적으로 작곡한 <피아노를 위한 실용적 가이드>등이 있다. 또

52) Lisa M Peppercorn, 위의 책, pp. 3-4.

53) 프랑스 인상주의 영향으로 3, 4, 5도 병행 화성이 많이 나오며 선법과 5음음계, 그리고 복조성을

찾아볼 수 있다. 주제 선율은 브라질 민요, 모딘아 선율, 5음음계 사용과 아프리카 음악에서 빌려

온 당김음 리듬과 악센트로 브라질 민족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

54) 영어식 제목 Canival of Brazilian Chi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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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매력적인 모음곡 <세 명의 마이라>와 프란제뜨와 피아<Francette et

pia, 1929>도 브라질의 어린이 동화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작품이며 스토

리가 있는 매력적인 모음곡이다.

두 번째로는 민속적인 소재와 제목을 통해 민족주의 음악 성격이 강하며

브라질 정체성이 드러나는 곡으로서 <브라질의 혼>(Alma brasileira,

1925), <씨랑쟈스 모음곡>(Cirandas, 1926>와 <브라질 열대림의 추

억>(Saudades das Selvas Brasileiras, 1927), 그리고 <브라질 모음

곡>(Ciclo beasileiro, 1936)을 들 수 있다. ‘브라질의 혼’은 <쇼로

스>(Choros, 1920-1929) 시리즈 중 제 5번곡으로서 이 작품은 당김음 리듬

과 민속 선율, 그리고 풍부한 음향과 셈여림의 대비로 짧지만 브라질 음악

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세 번째로는 민속적 요소와 다양한 양식을 혼합한 작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바흐와 브라질의 특성을 결합시키고자 시도

한 <브라질 풍의 바흐>(Bachiana brasileira, 1930-1945)와 민속 음악 어법

과 인상주의 영향이 가미된 <아기 가족 모음곡>을 말할 수 있다. <브라질

풍의 바흐>는 1930년에서 1945년에 걸쳐 작곡된 작품으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대위법적 기법을 브라질 민속음악에 응용하여 낭만적인 어법으로

다룬 것으로서, 바흐의 음악에 민속음악을 대입시킴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

루려는 과감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빌라 로보스의 실험정신이 잘 드러나는 곡으로 피아노 독주곡과 오케스트

라곡, 성악곡 등 모두 9곡으로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그 중 피아노를 위한

곡인 제 4곡 <브라질풍의 바흐>(Bachiana brasileira no. 4, 1930-1941)는

바로크 개념의 제목 사용과 브라질의 대중음악 이름을 각각 부제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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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바로크 시대의 음악과 브라질 음악의 이중적인 복합 정체성을 나타

내고 있다.55)

이 외에 후기 낭만적인 특징이 돋보이는 <꽃의 모음곡>(Suite Floral,

1916-1918)과 브라질 민속음악의 요소와 원시주의 음악의 요소들이 잘 융

합된 <난폭한 시>56) 등이 있다. 그의 피아노 작품은 초기 작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품들이 민속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작곡기법 또한 간단한

화성에서 복잡한 형태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55) <브라질풍의 바흐(Bachiana Brasileira) No. 4>는 조곡 형식을 띠는데 바로크 개념의 제목을 사

용한 프렐류드(Prelude), 코랄(Coral) 아리아(Aria), 환타지아(Fantasia)로 된 4악장 구성과 오지의

노래(Canto do Sertao), 깐띠가(Cantiga), 미우지뇨(Miudinho)라는 브라질 대중음악 명칭을 부제로

사용하였다.

56) 브라질의 민속 선율과 박진감 있는 타악기적인 아프리카 리듬적 요소와 풍성한 짜임새, 오스티나

토 반주 음형, 그리고 톤 클러스터(tone cluster) 등은 1920년대 빌라 로보스의 거칠고 원초적인

음악 스타일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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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로보스의 주요 피아노 작품을 연대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빌라 로보스의 주요 피아노 작품 목록57)

작 품 연 도

Brinquedo de Roda, Petizada
1912

Suite infantil no.1

Suite infantil no.2
1913

Valse-scherzo

Fabulas Caracteristicas
1914-1915

Dancas Caracteristicas Africanas

Suite Floral 1916-1918

Simples Colentanea 1917-1919

A Prole do bebe no.1 1918

Historidas da Carochinha 1919

Carnaval das Criancas 1919-20

Poema do menestrel
1920

A Lenda do Caboclo

A Fiandeira

1921Prole do bebe no.2

Poema umido

Rudepoema 1921-1926

Choros no.5 (Alma brasileira)
1925

Cirandinhas

Cirandas 1921-26

Sandades das Selvas Brasileiras 1927

Franette et Pia
1929

Memo Precoce

Bachianas brasileiras no.4 1930-41

Caixinha de musicas quebrada 1931

Guia Pratico 1932-1935

Ciclo beasileiro 1936

Marquesa de Santos 1938

New York Skyline Melody
1939

As tres Marias

Hommage a Chopin 1949

57) David P, Appleby의 Heitor Villa-Lobos: A Bio-Bibliograply 에서 피아노 주요 작품만을 뽑아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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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반적 특징과 작곡기법

빌라 로보스의 음악은 후기 낭만 스타일에서 시작해서 인상주의와 민속

양식 그리고 신고전주의로 옮겨갔으며, 후기에는 이런 요소들이 혼합된 양

식을 나타낸다.58) 빌라 로보스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근대 작곡 기법들은

빌라 로보스 작품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의 끊임없는 혁신을 위한 노력은

빌라 로보스만의 독특한 개성과 독창성을 만들어 나갔다. 빌라 로보스의

피아노 음악에 나타나는 특유의 기법과 특징들을 몇 가지로 간추려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① 선율

선율은 대체적으로 짧고 반복적이며 노래 부르기 쉬운 선율 진행으로

구성된다. 빌라 로보스는 민요를 인용하거나, 다른 작곡가의 선율을 차용하

여 주제 선율을 택하였다. 주로 포르투갈의 선율인 모딘아나 아프리카

노예들에 의해 브라질에 도입된 민족 선율인 룬두 그리고 인디오 음악,

브라질 민속 노래, 카니발의 대중가요들의 선율들을 다채로운 방법으로

활용하여 독창적인 음악을 만들어 나갔다. 그의 음악은 ABA나 AB형태가

주를 이루는데 민속 멜로디는 보통 B섹션에서 나타난다. 캐논 형식을

모방하거나 다른 민요 테마와 나란히 다성으로 나열하거나 화성과 리듬의

변화를 주기도 하였다.

58) 서혜영, 『20세기의 피아노 음악- 드뷔시에서 볼콤까지』,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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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리듬

빌라 로보스는 다양하고 풍부한 리듬을 사용했다. 그의 음악은 대부분

민속음악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아프로-브라질리안 리듬과 하바네라 리

듬이 자주 사용된다. 아프리카 영향을 받은 당김음 리듬과 불규칙 분할 리

듬, 복잡한 교차리듬, 그리고 2박과 3박의 혼합 리듬들이 대부분이다.

③ 화성, 선법적 음계

빌라 로보스의 음악은 선율과 리듬에 치중하고 화성과 형식에 제한받지

않았다.59)그는 다양한 색채감을 통해 화성의 신비함을 나타내고자 반음계

와 인상주의 작곡 기법의 영향을 받아 인상주의 음악의 특징인 5음음계,

교회선법, 온음음계, 병행화음(3, 6도 및 4, 5도 병행)을 피아노곡에 자주

사용했다.

④ 다이나믹과 페달

민속음악에서 가져온 리듬과 선율의 속성에 맞게 예측할 수 없이 자주

변하는 다이나믹은 빌라 로보스 음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페달은

음색과 음향의 다채로움을 추구하기 위해 빌라 로보스가 매우 애용한

부분이다. 악보에 페달 표시가 명확한 경우와 모호한 경우가 공존하는데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페달링을 구사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59) 김명신, “H. Villa-Lobos의 피아노 음악”, p. 134.



- 37 -

⑤ 특징적인 작곡기법

빌라 로보스의 작곡기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드미컬한 오스티나토는 빌라 로보스가 관심을 가졌던 원시주의

에 관련된 중요한 요소로서 그가 선호하던 음악적 기법이다. 작품에는 오

스티나토 기법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브라질 민족주의의 본질과도 통하는

원시주의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둘째, J. S 바흐의 대위법 스타일로서 J. S 바흐의 예술성과 폴리포니

(polyphony)에 큰 영향을 받은 빌라 로보스는 대위법을 사용해 작곡한 작

품들이 많다.

세 번째, 검은 건반과 하얀 건반의 대조를 이루는 음악 스타일이다. 오스

티나토나 아르페지오에서 이런 검은 건반과 하얀 건반을 양손에서 번갈아

사용하여 화성적이고 색채감 있는 음악을 만들었다.

이 외에 근음을 페달 포인트로 사용하여 조성음악의 중심음을 강조하는

음악 스타일을 자주 볼 수 있다.

⑥ 어린이 세계

빌라 로보스의 솔로 피아노 음악에는 브라질 어린이들의 세계에 대한 관

찰이 엿보이는 작품들이 많다. 그는 특정한 캐릭터나 놀이, 인형,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피아노라는 악기를 통해 보여주었는데 어린이 동요를 기본

선율로 사용해 간단하면서 듣기 쉽게 연주되는 작품들과 연주용으로서 가

치가 있는 작품들이 있다. 또한 이들 작품 대부분이 슈만이나 드뷔시의 작

품들처럼 모음곡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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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묘사적 제목

대부분의 곡에는 제목이 있으며 그는 주로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주제를

표현하고자 했다. 따라서 그의 제목에는 이미지가 담긴 인물 묘사나 사물,

풍경 등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 제목을 붙였으며 브라질의 시골 풍경과

문화, 춤 등 다양한 인종들의 사회, 문화적 환경들을 표현하려 했다.

많은 작품을 작곡한 빌라 로보스는 피아노 음악에서도 질과 양에서 모두

풍성한 문헌을 남겼다. 그의 작품은 바흐로부터 인상파에 걸친 유럽음악의

기교와 브라질의 민속음악의 요소와의 융해로 특징 지워진다. 60)

60) 박유미, 『피아노 문헌』 (서울: 음악 춤추사, 2010.), p.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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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본 론

1. 중급 피아노 작품의 개관

빌라 로보스의 중급 피아노 작품들로는 본론에서 논의할 <장난꾸러기

어린이들>,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 <세 명의 마리아>외에도 어린이들

의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 곡과 어린이들도 연주할 수 있는 교육용 작품들

이 다수 있다.

<표3> 어린이들의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 곡과 교육용 중급 피아노 작품

작 품 구 성 출판년도 난이도61)

Petizada 6개의 모음곡 1912년 Level 4-5

Brinquedo de Roda 6개의 모음곡 1912년 Level: 3-5

Suite infantileⅠ 5개의 모음곡 1912년 Level: 5-7

Prole do Bebe Ⅰ 8개의 모음곡 1918년 Level:8-10

Cirandinhas 12개의 모음곡 1925년 Level: 7

Francette et pia 10개의 모음곡 1929년 Level: 7-8

Guia Pratico

총11권.

1-7권: 5개의 모음곡

8권: 7개의 모음곡

9-11권: 6개의 모음곡

1932-1947년

Nos. 1-7, 10

1932년

Nos.8-9

1935년

Nos. 11

1947년

VolumeⅠ62)

Level: 7-8

Volume Ⅲ

Level: 6

Volume Ⅺ

Level: 10

As tres Marias 3개의 모음곡 1939년 Level 6-8

61) 난이도는 제인 머그러(Jane Magrath)의 저서 The P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 and
Performance Literature (Van Nuys, California: Alfred Publishing Company Inc, 1995), pp,
543-548.를 의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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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서 다룰 세 곡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

다.

1) 수레바퀴 장난감(Brinquedo de Roda)

이 곡은 <The Toy Wheel>이라는 제목으로 Peer International에서 출

판했다. 6개의 모음곡으로 구성되었고, 각각 따로 출판되었다. 브라질 어린

이의 노래에 기초했으며 대조적이고 유쾌하다.

∙ ‘Tira o seu pezinho’(Put your Little foot out): 민요 가락을 기초로

작곡되어졌으며 리듬과 템포의 변화가 특징이다.

∙ ‘A moda da Carranquinha’(The Carranquinha Mode): 왈츠 반주에 라

틴 민요 가락을 모티브로 서정적인 곡이다.

∙ ‘Os três Cavalheiros’(The Three Little Caballeros): 활기차고 힘찬 곡으

로 제목은 세명의 신사를 뜻한다. 스포르찬도에 의한 당김음이 특징적이다.

∙ ‘Uma, duas angolinhas’(One, Two Angolinhas): 두명의 작은 기사를

뜻하며 변형된 알베르티 베이스에 순차하행하는 선율이 특징인 곡이다.

∙‘Garibaldi foi à missa’(Garibaldi Went To Mass): 이탈리아의 정치가

인 쥬세페 가르발리의 미사라는 제목이며 A와 B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 ‘Vamos todos cirandar’(Let Us All Go To Dance): “모두 춤추자” 라

는 제목을 뜻한다. 다양한 왼손반주형태를 가지고 있다.

62) 제인 머그러는 Guia Pratico 난이도 레벨링을 1, 3, 11권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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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 모음곡(Suite infantileⅠ)

5개의 모음곡으로 이루어졌으며 제목 자체가 어린아이를 뜻하는 말이다.

각 곡마다 표제가 붙여있다.

∙ ‘Bailando’(Dancing): “춤을춰” 라는 제목처럼 미뉴엣의 템포를 가진 우

아한 곡이다.

∙ ‘Nenê vai dormir’(The child goes to sleep): 오른손 서정적인 선율에

왼손에 선율적인 반주와 양손에 부딪치는 화음이 특징적인 곡이다.

∙ ‘Artimanhas’(Cunning): “속임수”라는 뜻이며 양손에 화음 코드와 아르

페지오가 어울러져 어린이의 익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곡이다.

∙ ‘Relflexões’(Reflections): “반향”으로서 토카타와 같은 스타일로서 음향

과 음색이 독특한 곡이다.

∙ ‘No balanço’(On the Swing): “흔들림”을 뜻하는 말로서 인상주의 색

채가 독보이는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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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기 가족 모음곡(Prole do Bebe Ⅰ)

빌라 로보스의 피아노 작품 중 잘 알려진 곡으로서 민속적인 선율과 인

상주의적인 색채가 돋보이는 모음곡이다. 1권은 8개의 성격이 다른 인형들

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양한 브라질의 민요와 어린이 동요를 주

제로 하여 작곡하였다.

∙‘Branquinha’(The Litte White Doll): 종소리 같은 음향과 글리산도 등

색채적인 기법이 가미되었다.

∙ ‘Moreninha’(The Litte Brunette Doll): 화려하고, 생기에 찼고, 빠르게

움직이는 16분음표 트레몰로와 교차 리듬이 특징이다.

∙ ‘Caboclinha’(The Litte Copper-Colored Doll): 한결같은 16분음에 삼바

리듬이 특징적이다.

∙ ‘Mulatinha’(The Litte Mulatto Doll): 민속선율에 즉흥적이고 다양한

짜임새와 템포를 사용하였다.

∙ ‘Negrinha’(The Litte Black Doll): 토카타적인 스타일로 생기 넘치며

전체적으로 양손이 16분음표를 교대하며 나온다.

∙ ‘Pobrezinha'(The Litte Poor Doll): 민속선율 가락에 오스티나토 반주

가 특징적이다. 짧고 우울한 곡이다.

∙ ‘O Polichinello'(The Punch Doll): 양손이 16분음으로 빠르고 숨가쁘게

교대하며 짧지만 연주효과가 큰 곡이다.

∙ ‘Bruxa'(The Witch Doll): 길고, 넓은 규모와 다양한 텍스처를 활용하

며 화려한 색채가 돋보이는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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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란제뜨와 피아(Francette et Pia)

브라질 인디언 소년이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소녀를 만나는 스토리를 엮

은 10개의 곡들이다. 이 곡은 스토리와 어울려서 프랑스와 브라질의 노래

가 혼합하여 나타남이 특징이다. 모든 곡마다 스토리적인 제목이 붙어있으

며 보통 정도의 난이도로서 중급 학습자에게 알맞은 곡이다. 상상력과 표

현력이 필요하다.

∙ ‘Pia Came to France’: 변박자가 많고 악센트와 규칙적인 박 리듬이

특징적이다.

∙ ‘Pia Saw Francette’: 프랑스 동요 가락이 차용되었으며 스타카토와 반

음계진행이 특징적이다.

∙ ‘Pia Spoke to Francette’: 오스티나토의 반주에 지속음이 있는 선율이

특징적이다. 브라질 민속선율이 붙어있다

∙ ‘Pia and Francette Play Together’: 2박계의 빠른 박자와 악센트에 의

한 당김음이 독보이는 곡이다.

∙ ‘Francette is sorry’: 변박자와 겹음과 화음이 두드러진 곡이다.

∙ ‘Pia Went to War’: 악센트와 스포르찬도에 의한 당김음 그리고 연속

적인 화음군이 전쟁을 잘 묘사한 곡이며 프랑스 민요가 인용된다.

∙ ‘Francette is sad’: 호모포닉 짜임새로 왼손 반주패턴이 변화가 있다.

∙ ‘Pia returens from the War’: 프랑스 국가가 등장하는 곡으로 양손의 3

도진행이 나팔소리를 연상시키며 전쟁에서 돌아오는 Pia에 모습을 그렸다.

∙ ‘Francette is Happy’: 듀오곡 형태가 특징적이며 브라질 리듬과 프랑

스 국가가 어우러져 나오며 신나고 화려하게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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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용적 가이드(Guia Pratico)

빌라 로보스가 Guia Pratico 성악집에서 선택해서 편곡하여 솔로 피아노

곡의 11권 모음집으로 구성하였다. 1-7권에는 각각 5개의모음곡으로 구성

되었고, 8권은 7개의 모음곡, 그리고 9-11권은 6개의 모음곡으로 구성되었

다. Bartok의 For Children에 비견될 만한 작품으로63) 어린이들이 즐겨 부

르는 브라질 동요로 된 쉬운 곡이지만 어린이들이 연주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다. 특히 앨범1의 제 1번(Dawn), 앨범 8의 제1번(Little Orange Tree),

제4번 (The Old Woman that had Nine Daughters)등이 흥미로운 곡이

다.64)

63)Jane Magrath, The P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 and Performance Literature, p.
544.

64) 전영혜. 김혜선 역. 『피아노 음악 문헌』 (서울: 음악춘추사, 2001), p.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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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난꾸러기 아이들(Petizada)

원제인 <Petizada>는 ‘장난꾸러기 아이들’을 의미하는 말로서 1912년 작

곡되었으며 각각 제목이 붙은 6개의 모음곡으로 구성되었다. 이 곡들은 처

음부터 모음곡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각각 작곡된 것을 하나로 묶어

1939년 상파울루에서 출판하였다.65) 각 곡마다 2장씩 짧게 작곡되었고 주

로 ABA형식으로 되어있으며 호모포닉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간단

한 전통적인 화성 진행으로 작곡되어 있어 난해하지 않아 부담은 없다.

각각의 제목들은 어린이 노래 제목이나 놀이, 브라질 전설, 어린이 세계,

유명한 사람과 그리고 민족적인 묘사를 나타내었는데 이런 표제들은 음악

성격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묘사하는데 도움이 된다.

테크닉적인 면에서 중급 수준의 난이도에 분포되는 이 작품은 리듬이 특

징적이다. 제목과 더불어 민족 성격이 있는 춤이나, 노래 유형에서 소재를

제공받은 이 작품은 리듬 요소와 함께 브라질 음악의 색깔을 맛보기에 좋

은 예시곡이다. 난이도는 4-5이다.

65) http:// Imslp.org/wiki/petizada. 2014년 4월 18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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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Petizada 6개 모음곡

원제 영어 제목 한글 제목 난이도

1곡
A mão Direita

Tem Uma Roseira

The right hand

has A Rose Bush

오른손에

장미한송이
5

2곡
Assim

Ninava Ma ̃man
My mother

Used To Lullaby

Me Like This

어머니가

잠재우셨듯이
5

3곡
A pobrezinha

Sertaneja

The Poor

Little Country Girl

가엾은

쎄르따네자
5

4곡
Vestidinho

Branco

The Little

white Dress
하얀 원피스 4

5곡 Saci Sacy 사씨(도깨비) 5

6곡
A Historia

da Caipirinha

The Story66)

of Caipirinha

까이삐링야의

이야기
5

1) ‘오른손에 장미 한송이’(A mão Direita Tem Uma Roseira)

(1) 구성과 특징

이 곡은 민속노래 ‘Na mão Direita Tem Uma Roseira’의 노래 선율에서

인용되어 작곡되었다.67) 이 노래 선율은 브라질 여자아이들이 놀이에도 자주

66) The Tale of the Little Country girl이라고도 번역함.

67) Lucas Jose Bretas, "Selected Piano Works for Children and About Children by Villa-Lobos: A

Pedagogical Insight" (Indiana University Doctor of Music, 1989).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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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는 선율인데, 여러 명의 여자 아이들이 둥글게 원을 만들어서 노래를 부

르고 춤을 추는 어린이 놀이와 관련되었다68).

노래가사는 다음과 같다.69)

A mão direita tem uma roseira, 오른손에 장미 한송이를 가져요

A mão direita tem uma roseira, 오른손에 장미 한송이를 가져요

Que dá flor na primavera, 봄에 꽃을 주는

Que dá flor na primavera. 봄에 꽃을 주는

Entrai na roda, ó, linda roseira! 원안으로 들어와요, 아 예쁜 장미덤불!

Entrai na roda, ó, linda roseira! 원안으로 들어와요, 아 예쁜 장미덤불!

Abraçai a mais faceira, 나는 가장 멋진 사람을

Abraçai a mais faceira. 나는 가장 멋진 사람을

A mais faceira eu não abraço, 나는 가장 멋진 사람은 안 안아요

A mais faceira eu não abraço, 나는 가장 멋진 사람은 안 안아요

Abraço a boa companheira, 좋은 친구를 안아요

Abraço a boa companheira. 좋은 친구를 안아요

68) 놀이 형태: 원형의 무리가 도는 동안, 밖에 있는 한 사람은 원의 느낌을 살리며 다른 한 친구의

오른팔을 붙들고 있는다. “원안으로 들어와요, 아 예쁜 장미덤불!”의 가사에서 원 밖에 있던 아이

는 원 안의 가운데로 들어간다. 마지막 운은 그 아이 홀로 부르며 가사처럼 한 아이를 골라 안는

다. 그리고 뽑기는 교체된다. 이 춤은 친구에게 포옹하는 것으로 끝난다. 포옹을 얻은 사람은 가운

데로 간다.

69) http://revistaescola.abri.com.br/educacao-infantil. 2014년 10월 2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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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A mão Direita Tem Uma Roseira 민요 선율70)

이 곡은 2/2박자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오스티나토 반주리듬과 민속

적 선율이 어우러진 곡으로 호모포닉 짜임새이다. 형식은 크게 ABA 3부형

식이지만 형식이 성격적으로 크게 구분되기 보다는 멜로디 라인이 오른손

에서 왼손으로 교체되는 것과 선율의 윤곽선, 그리고 음역의 넓이와 모티

브 확장, 아티큘레이션의 차이점에서 구분됨을 볼 수 있다. 조성은 기본적

으로 D장조이며 D장조 I도 화음을 중심으로 근음 페달 포인트(Tonic

pedal point)71)가 주를 이루는 화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곡에서는 무엇보다 끝까지 전개되는 오스티나토 리듬이 특징적이며

이 오스티나토 반주 형태에 다양한 아티큘레이션이 첨가되어 박이 흔들리

지 않게 섬세하게 들으며 리듬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조정능력이 필요로 한

다. 또한 양손에 교대로 연주되는 오스티나토 리듬과 주선율은 양손의 균

등함을 개발시켜준다. 중급 Level 5에 해당된다.

70) Lucas Jose Bretas, p. 60.

71) 보통 최저음(베이스노트)에 배치된 긴 지속음을 가리키며, 보속음(保續音)이라고 한다. 또한 오르

간의 페달 건반을 통한 지속음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점에서 오르간 포인트라고도 한다. 그 길이는

각각 다르며 높은 성부에서는 페달 포인트에 관계없이 여러 종류의 코드 진행이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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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A mão direita tem uma Roseira 구성

마디 1-16 17-24 25-40

형식 A B A'

박자 2/2-1/2-2/2 2/2 2/2-1/2-2/2

조성 D장조 D장조 D장조

빠르기72)
빠르기말

제시어가 없다.
Moderado Moderado

학습 포인트
오스티나토 당김음 리듬, 다양한 아티큘레이션

규칙적인 리듬(Steady beat), 민요가락 인용

(2) 교수학적 분석과 연습방안

마디 1-2에 왼손 D음의 강한 소리를 시작으로 노래는 마디 3부터 못갖춘

마디 프레이즈로 왼손에서 시작된다. sfz, p의 표현기호와 함께 등장하는 왼

손 D음은 관악기 소리를 연상시키며 페달포인트 역할을 하고 오른손에서

계속되는 오스티나토 리듬은 D음의 울림 안에서 작고 섬세하게 움직인다.

이 곡에서는 무엇보다 오스티나토(Ostinato) 리듬이 특징적이다. 부점리듬에

슬러, 스타카토, 악센트, 테누토로 이루어진 오스티나토 리듬이 이 곡의 주

를 이룬다. 그리고 단3도와 장2도의 겹음의 테누토와 네 번째 박의 악센트

를 통해 타악기적인 아프리카의 민속적인 리듬이 느껴지며 이 곡의 모티브

인 ( )리듬은 하바네라 리듬을 연상케 한다. <악보 4참조>

72) Moderado는 Moderato의 포르투갈어 표기.

악보에는 A부분에 빠르기말 기호가 없다. 본 연구자는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선율, 아티큘레

이션, 곡의 성격을 파악하여 Moderado로 연주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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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마디 1-6: 오스티나토 리듬

마디 1-14에서는 오른손이 오스티나토 리듬을 연주하고 왼손은 D-E-F#-A-

B의 5음음계를 바탕으로 한 멜로디가 연주되며 이어 마디 15-24에서는 오

른손이 멜로디를, 왼손이 오스티나토 리듬을 연주하게 된다. <악보 5참조>

<악보 5> 마디 1-4, 마디 17-19: A부분과 5음음계, 그리고 B부분

a. 마디 1-4: A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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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음 음계

c. 마디 17-19: B부분

이 곡에 등장하는 오스티나토 리듬이 특징적인 것은 선율 네 번째 박에

A부분은 악센트를, B부분은 테누토를 넣어 오스티나토의 반복진행으로 자

칫 지루할 수 있는 선율에 재미를 더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성적으

로 마디 1의 네 번째 박에서 나오는 ⅱ4/3화음은 마디 2의 I화음 진행에

있어 화음전체가 비화성음의 역할을 하며 무미건조할 수 있는 선율에 독특

함을 부여해 주었다. <악보 5 참조>

따라서 섬세함이 요구되는 이 곡의 아티큘레이션을 표현하려면 손목의

반동을 이용한 겹음 연습이 먼저 필요하다. 왼손 선율은 오른손의 섬세함

과는 달리 큰 동작으로 연주하는데 아티큘레이션은 부드러운 레가토와 건

조한 테누토, 그리고 악센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마디 9, 11, 13에

A음과 D음은 악센트 표현을 위해 타건 시 앞의 음과 분리하는 것에 유의

한다. <악보 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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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마디 9-13: 왼손 A음과 D음 악센트

프레이즈는 민속 노래의 영향으로 규칙적이 아닌 불규칙 프레이즈이다.

고전적인 프레이즈가 되려면 질문과 대답형식이 4마디 더하기 4마디 프

레이즈가 되어야 하지만 마디 9, 마디 10을 추가함으로써 불규칙 프레이즈

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왼손 주선율 프레이즈 끝처리에 악센트를 넣은 것

도 역시 특이한 부분이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이 곡에 예외인 박자표가

있는데 바로 마디 12와 마디 36이며. 이 부분만 1/2 박자표가 사용되었는

데 아마도 빌라 로보스가 민속 선율을 변형하여 생긴 프레이즈 확장 때문

이거나 지루해질 수 있는 반복적인 반주부에 약간의 변화로 재미를 더한

것이 아닌가 사료되는 부분이다. 의도되어진 마디 11 왼손의 A음이 셋째

박에 등장함으로서 변박자 1/2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규칙적인 오스티

나토 리듬이 한마디 쉬는 결과가 된다. <악보 6참조>

B부분(마디 17-20)에 와서 화성은 Ⅳ-Ⅰ-Ⅴ-Ⅰ화음으로 진행되는데, 왼

손의 네 번째 박에서 나타나는 임시표를 통한 변화화음은 화음의 변화 뿐

아니라 선율의 반음계적 형태로 화성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곡을 훨씬 생

기 있게 해준다. 오른손의 주제 선율은 A부분의 주제 모티브를 확장한 하

바네라 리듬( )이며 A부분과 달리 멜로디가 반복적이며 도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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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음과 넷째 음이 특징적이다. 왼손의 반주는 장6도와 단6도로 구성되

어 전반적으로 A분분 보다 B부분이 음역이 넓어 마치 아이들이 손잡고 돌

다가 B부분에서 술래잡이 소녀가 원안으로 들어가 누구에게 포옹할지 뛰

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악보 5: c참조>

마디 37-40은 신나게 놀다가 헤어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려지는데,

왼손의 긴 지속음 울림 안에서 오른손 선율이 조금씩 작아지고 느려지면서

마무리된다.

곡의 다이나믹 표시는 첫마디와 25마디 D음에 sfzp표시와 곡이 끝날 즈

음에 dim e rall., pouco a pouco 표시만 있다. 이를 통해 크게 강약이 대

조되는 곡이 아니라 선율과 리듬에 집중하는 곡임을 알 수 있다.

이 곡 연주시 주의할 점은 첫째, 악보에 슬러나 악센트와 같은 여러 가

지 기호들을 주의 깊게 살펴 연주하여야 한다.

둘째, 확고한 리듬과 음의 길이의 정확성을 실행한다. 계속되는 오스티나

토 리듬은 자칫하면 리듬과 박에 흔들림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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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가 잠재우셨듯이’(Assim Ninava ma ̃man)

(1) 구성과 특징

이곡은 학생들이 즐겨 치는 레퍼토리로 유튜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데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곡으로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분위기이다. 4/4

박자이며 d단조로서 곡의 빠르기는 Andantino로 선율적이며 애수에 차있

다. 모딘아의 선율을 연상시키는 이 곡은 좁은 음역 안에서 순차 진행하며

후렴부가 반복되는 브라질 음악의 전형적인 선율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성음악이지만 모티브가 5음 음계 영역 안에서 사용되었으며 임시

표를 통해 모호한 음색을 만들어 주어 민족음악의 색깔을 느끼게 한다.

이곡은 주제선율과 반주의 발란스 그리고 레가토로 노래하기 등 프레이

징과 칸타빌레 음악적 표현법을 배울 수 있는 곡이다. 이 곡이 어려운 점

은 왼손에 슬러로 인해 강박에 음이 약박처럼 손목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강박의 음악적 처리와 이완(release) 테크닉을 배울 수 있으

며 리듬에 있어서는 탱고 리듬을 살펴 볼 수 있다. 난이도는 5에 해당된다.

<표 6> Assim Ninava ma ̃man 구성
마디 1-14 15-30 31-44

형식 A B A'

박자 4/4 4/4 4/4

조성 b단조 D장조 b단조

빠르기 Andantino 템포 제시어가 없다. a tempo

학습 포인트

선율 노래하기, 레가토, 음악적 표현,

성부의 균형(주제와 반주의 발란스)

양손이 다른 손목동작, 이완(release )테크닉, 탱고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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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학적 분석과 연습 방안

못갖춘마디로 시작한 마디 1은 왼손 반주 형태로 봤을 때는 3박자 유형

이지만 오른손 민속선율은 4박자 리듬으로서 4/4박자를 모호하게 만들어

민속노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악보 7> 마디 1-4: 못갖춘마디

서정적이고 애수적인 분위기인 이 곡은 ABA 형식이지만 다른 곡과 달

리 음악적 흐름이 A와B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그러나 프레이징 길이

가 A부분은 규칙적인 4마디인 반면에 B부분은 쉼표로 의해 프레이즈가 짧

아졌으며 2(마디 15-16)+2(마디 17-18)+4(마디 19-22) 프레이즈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멜로디 선율은 A에서는 오른손에서만 노래 불러진 반면에 B

에서는 왼손에서 그리고 오른손에서 연결하여 불러진다. 무엇보다 A부분의

반주는 강박에서 쉼표 없이 계속적으로 흘러가지만 B부분은 쉼표와 당김

음의 외형을 보여주며 약박에 나옴으로서 A와 B부분의 다른 성격을 만들

어주고 있다. 이 밖에 ABA형식의 구분은 마디 14 페르마타와 겹세로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악구의 끝을 늘임표로 마무리 하는 것은 민속음악의

특징으로서 애수적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악보 8참조>



- 56 -

<악보 8> 마디 11-14, 마디 14-16: A와 B부분

마디 14의 네 번째 박의 왼손 B♭은 B부분의 조성과 자연스럽게 연결하

기 위한 준비음이기도 하면서 음악적 전환을 위한 음이기도 하다. 따라서

B♭음은 프레이즈의 연결음이 아니라 B부분을 알리는 시작음으로 생각하

고 작은 소리가 아닌 손목 반동을 이용하여 악센트 울림을 만들어준다. 연

습 시작을 B♭음에서 시작해 보는 것도 B부분과 음악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악보 8참조>

조성은 b단조로 B부분에서 D장조로 바뀌었다가 다시 A＇부분에서 b단

조로 진행된다. 화성을 살펴보면 마디 3-6의 화성은 ⅰ7-ⅳ4/3-Ⅴ-ⅰ이다.

이것이 그대로 마디 7-10에서 Ⅰ-ⅳ6/4-Ⅴ-ⅰ로 동형진행 된다. 마디 5의

Ⅴ은 3음이 생략되어 나타나는데 이것은 마디 9에 3음이 부각되어 나타나

게 됨으로 마디 3-6과 마디 7-10은 단화음과 장화음의 대조적인 형태를

보인다. 또한 마디 7-10의 멜로디를 보면 b단조의 화성 단음계의 변형된

음계가 나타나는데 D♯음은 장조의 느낌을 준다. <악보 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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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악보에는 다이나믹 표시가 없지만 화음적인 색채로 마디 7-10의

프레이즈를 앞마디 보다 폭넓고 열린 음색으로 표현한다. 또한 이 멜로디

프레이즈는 두 번 반복되어 강조되어짐을 알 수 있다. 이 부분(마디 7-8)

에 나타나는 멜로디는 상행하는 멜로디인데 이것은 B부분의 하행하는 멜

로디의 모티브가 된다.

A부분은 B단조 조성이지만 불분명한 음계의 성질과 독특한 선율에 의해

민족 또는 민족요소가 다분히 엿보인다.

<악보 9> 마디 3-10: A부분

B부분(마디 15-30)에 주선율의 모티브가 큰 틀에서는 A부분과 다르지

않지만 리듬이 변형이 되면서 전형적인 강 약 리듬 박에서 변형된 탱고리

듬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선율은 왼손과 오른손 주제가 서로 대화를 나누

는 듯 교대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마디 16에 나타나는 오른손 반주 리듬

은 앞과 다른 리듬형으로서 이런 불규칙적인 패턴은 리듬이 흔들릴 수 있

어 주의가 요구된다. <악보 10참조>



- 58 -

특히 마디 16, 마디 18 오른손 8분쉼표 리듬은 세 번째 박의 쉼표가 앞과

달리 약박에 오고 네 번째 박이 당김음으로 강조되면서 박이 흔들 소지가 크

다. 따라서 초점을 세 번째 박에 맞추고 오른손에 등장하는 8분쉼표를 느

끼는 것이 중요하다.

<악보 10> 마디 14-22: B부분

프레이징이 바뀔 때 마다 근접한 조로 전조가 나타나는데 마디 19부터

마디 21까지 왼손에 E-D-C로 순차 하행하는 베이스음과 더불어 화성과

당김음 반주 형태는 곡을 더욱 민속적인 색채와 함께 긴장감과 클라이막스

를 느끼게 해준다. 화성진행은 마디 15 Ⅴ-Ⅰ-ⅲ7-ⅵ이어 ⅱ-ⅵ6-V7/Ⅲ-

Ⅲ의 동형진행 형태로 진행되면서 B부분을 마치게 된다. <악보 10참조>

B부분 마디 22에서도 리듬이 흔들릴 수 있는데 왼손 내성부의 세 번째

박 C음이 붙임줄로 인해 네 번째 박 A♯음의 박이 불안하거나 음가가 정

확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단은 붙임줄을 없애고 리듬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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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익숙해지면 붙임줄을 붙여 리듬을 쳐본다. 이 때 세 번째 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며, 오른손의 슬러의 마지막 음에서 업(up) 동작을 크게 해줌

으로 rall.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느려질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마디 22

에 왼손 A♯음 위에 rit. 표시가 있는 것이다. rit. 표시는 역시 마디 14의

B♭의 페르마타의 역할과 동일한 것이라 생각된다. <악보 10참조>

마디 29-30에서는 V7/Ⅲ-Ⅲ-ⅵ의 화성을 이루는데 마디 30의 ⅵ는 b단

조의 ⅰ화음과 같으므로 공통화음을 통한 전조로 곡의 자연스러움을 더했

다. <악보 11참조>

<악보 11> 마디 29-30: 화성

이 곡은 칸타빌레 선율을 만들기 위해서 악보에 기보된 레가토 이음줄을

지켜 연주하는 것은 중요하며 어려운 점이다. 특히 A부분에서 두음 슬러로

묶인 왼손과 오른손의 이음줄 슬러는 언밸런스한 손목 움직임을 유발시키

고, 강박과 약박에 혼란을 준다. 따라서 오른손 선율 위주로 강박을 느끼면

서 연주하되 왼손은 손목을 드는 동작을 통해 강박의 뉘앙스를 부드럽게

만들도록 한다. 또한 오른손은 건반 깊숙이 팔의 무게와 팔 동작을 통해

레가토를 만들고 왼손은 가벼운 논 레가토로 연주함으로 양손의 발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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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도록 한다. 칸타빌레 표현과 맞물려서 음악적 표현도 동시에 이루어져

야 하는데 즉 rallentando, ritardando, fermata 표시는 적절한 타이밍과 신

체 동작, 그리고 호홉이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불규칙한 반주 형태

로 인한 박의 흔들림에 유의하며 연주하도록 한다.

3) ‘가엾은 세르따네자’(A pobrezinha Sertaneja)

(1) 구성과 특징

Andante의 빠르기로 모음곡 중에서 유일하게 4/3박자에서 4/4박자로 변

박자 되는 곡이다. 제목에서 ‘sertaneja’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

으로 담겨져 있다. 특별한 소수민족을 지칭하는 이름으로써 브라질 북동쪽

에 거주하는 대다수 특정 종족이다. 또한 오지의 민속노래를 뜻하기도 하

는데 이 노래는 비올라가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며 1910년대부터 발생된 브

라질 음악의 한 장르이다.73)

이 곡의 선율은 민속선율인 룬두와 토아다의 특징과 유사하며 리듬은 아

프로-브라질리언의 리듬( )과 하바네라 리듬( )이 합쳐진 리

듬을 보이고 있다. 반주는 브라질의 전형적인 당김음 패턴을 보이며 오스

티나토 기법과 계단식으로 순차 하행하는 민족선율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곡의 형식은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선율이 돋보이는 춤곡 A와 악센트를

통한 생동감 있고 타악기적인 B부분이 대조를 이루는 전형적인 ABA 구조

73) http://pt. m. wikipedia. org/wiki/Musica-sertaneja, 2014년 10월 14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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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고 있다.

매력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이 곡은 학생들에게 아프로-브라질리언 당김

음 리듬과 하바네라 리듬이 혼합된 다양한 리듬을 경험하게 하고 스타카토

연타음과 악센트를 통한 무게 떨어뜨리기 테크닉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예

시곡이다. 무엇보다 일정한 리듬 패턴의 규칙성 안에서 rallentando와 lento

의 템포의 변화를 통해 루바토 효과처럼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곡이기도 하다. 난이도 5에 해당된다.

<표 7> A Pobrezinha Sertaneja 구성

마디 1-16 17-24 25-40

형식 A B A'

박자 3/4 4/4 3/4

조성 G장조 G장조 G장조

빠르기
Andante, Lento,

tempo Ⅰ
Muito Animado Tempo Ⅰ, Lento

학습 포인트

변형된 브라질 리듬

(아프로-브라질리언 리듬과 하바네라 리듬의 혼합)

템포의 유연성, 루바토적인 음악적 표현

다양한 터치 (테누토, 슬러, 악센트)

반복되는 당김음 반주 패턴(리듬 조정 능력)

춤과 캐릭터

(2) 교수학적 분석과 연습 방안

이 곡의 조성은 G장조로서 Ⅰ-ⅵ7-Ⅴ7의 모티브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

며 곡 전체가 통일성 있게 진행된다. 마디 1의 모티브는 마디 2에서 화성

을 그대로 진행하며 리듬만 축소되어 진행하다가 마디 3에서는 rall.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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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to와 함께 속7화음(Secondary dominant)을 기점으로 마디 4부터 나오는

동형진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악보 12> 마디 1-6 : A부분

당김음 리듬 모티브는 ( ) 마디 4-6에서 왼손 오른손 주거니 받

거니 하면서 순차 하행함을 볼 수 있다. 연주시에 무엇보다 오른손 테누토

음 G-F-E 하행하는 음들을 듣는다. 따라서 마디 1-6의 프레이즈는 아치형

선율모양으로 마디 4의 G음이 클라이막스 정점이 된다. 또한 화성적인 면에

서도 마디 1의 화성은 Ⅰ-ⅵ7-Ⅴ7의 진행을 갖는데, ⅵ7-Ⅴ7의 진행은 역진

행으로 ⅵ7화음이 비화성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마디 4-6에 걸쳐

크게 확대되어 나타난다. 마디 6에 사용되어진 ⅱ화음은 그 다음 마디 7에

서 다시 Ⅰ화음으로 연결되어 ⅱ화음을 가진 마디 6 전체는 Ⅰ화음으로 가

기 위한 비화성화음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연주시에 확대되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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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4-6은 lento라는 템포와 맞물려 앞에 마디보다 좀 더 폭넓게 연주되

어야 할 것이다. <악보 12참조>

이 곡에 부분적으로 표시된 rallentando와 lento (마디 3-4, 마디 9-10,

마디 14, 마디 27-28, 마디 33-34, 마디 39-40)는 다양한 범위 내에서 유연

한 템포의 표현력을 필요로 하며 또한 슬러를 통한 손목의 유연성도 요구

된다. 이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슬러로 묶인 음형과 테누토 음들은 따로 떼

어 내어 연습을 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리듬 유형 세 가지를 나누어 각자

의 리듬의 차이와 음악적 뉘앙스의 차이점을 익히고 손목의 동작과 함께

부드러운 터치를 만들어 나간다. <악보 13참조>

<악보 13> 리듬 유형

학생 지도시 이 세 가지 리듬에 번호를 붙여 선생님이 부르는 번호에 해

당되는 리듬치기를 건반에서 한다면 재미있게 리듬을 익힐 것이다.

B부분(마디 17-24)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이 멜로디를 바꾸어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의 화성은 Ⅳ-Ⅰ-Ⅴ-Ⅰ화음으로 매우 단순한 형태를 지니지

만, 왼손의 악센트와 오른손의 스타카토는 멜로디 라인을 더욱 더 극대화

하며 타악기적인 음색을 명료하게 나타내는 효과를 보인다. 또한 왼손 당

김음 선율의 악센트를 통해 A부분의 템포 유연성과 달리 정확하고 규칙적

인 박을 요구한다. 왼손은 단단한 손끝과 팔의 무게를 이용해 건조한 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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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내고 오른손은 3화음 포지션을 고정시켜 건반 가까이에서 손목

반동을 통해 연타음을 가볍게 처리한다. <악보14 참조>

<악보 14> 마디 17-24: B부분

이 곡 연주시 주의 할 점은 첫 번째로는 A부분과 B부분 음악적 성격의

대조된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동일한 리듬 안에서 정점을

향하는 프레이즈 모양 만들기이다. 세 번째는 루바토처럼 음악적 템포 변화

를 잘 표현하기 위한 리듬 조정 능력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오른손의 슬

러와 이음줄, 그리고 반복되는 연타화음과 악센트 등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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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얀 원피스’(Vestidinho Branco)

(1) 구성과 특징

모음곡 중에 쉬운 곡 중의 하나이며.74) 전통적인 화성 진행과 전조 패턴

으로 이루어진 2/4박자 곡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물의 인상을 묘

사한 곡으로서 빌라로보스의 <아기 가족 모음곡 No. 1>중의 제 1곡 ‘백색

자기인형’을 연상시킨다. ‘백색 자기 인형’에서 19세기 낭만시대 상류층 여

성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반영한 것처럼 여기서는 포르투갈계의 백인 소

녀의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두 마디로 이루어지는 모티브는 민속노래에서

차용되었다. 이 곡은 전형적인 ABA형식으로 동적이며 쾌활한 랙타임 스타

일의 A부분과 달리 B부분은 무궁동처럼 16분음표의 많은 움직임과 짧은

아프로-브라질리언 당김음 패턴이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곡이다.

A와 B는 Nao muito devaqar(Not too slow), Mais movimentado(More

Moving)75)라는 포르투갈 지시어로 의해 다른 템포의 변화를 강조하며 대

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C장조로 시작해 B부분에서는 나란한조인 a단조로

단조이동 하였다. 호모포닉 짜임새인 이 곡은 래그타임76)(Ragtime) 스타일

처럼 왼손은 규칙적이어야 하며 오른손은 악센트가 첨가된 당김음과 아프

로-브라질리언 리듬을 강조하여 익살스럽고 재미있게 표현하여야 한다. 작

74) Jane Magrath P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 and Performance Literrature에 의하면

다른 5곡은 모두 Level 5지만 이곡만 Level 4로 보았다.

75) Lucas Jose Bretas, p. 69.

76) 단순히 래그라고도 한다. 1870년대부터 미국의 술집이나 무도장 등에서 행해지고 있던 흑인 피아

니스트의 연주 스타일. 왼손의 반주부는 보통 2박자의 화음을 연주하고 오른손은 날카로운 싱커페

이션을 가진 오프 비트의 멜로디를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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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손을 가진 학생을 위한 곡으로서 규칙적인 리듬과 유연한 손가락이 요

구된다. 난이도는 4에 해당된다.

<표 8> Vestidinho Branco 구성

마디 1-16 17-30 31-46

형식 A B A'

박자 2/4 2/4 2/4

조성 C장조 a단조 C장조

빠르기
Nao muito

devaqar

Mais

movimentado
TempoⅠ

학습 포인트

래그타임(Ragtime)스타일

연속적인 당김음 패턴, 규칙적인 리듬(strady rhythm) 양손의 균등,

방향이 다른 반주 패턴

민요선율

(2) 교수학적 분석과 연습 방안

A부분(마디 1-16)을 살펴보면 딸림음인 G에 악센트는 양손 멜로디에 같

은 지점에 있어 독특한 효과를 낳는다. 딸림음의 특징인 계속되는 느낌과

전진하는 느낌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A부분에 사용된 악센트 기호는

B부분에서도 나타남으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준다. G음을

앞에 음과 확실히 떼어서 타건하고 뒤에 오는 음을 가볍게 터치한다면 효

과적으로 당김음을 표현할 수 있다. 마디 4에서는 속7화음이 사용되고 있

는데, 이것은 마디 5-6의 F장조로의 전조를 느끼게 하며 공통화음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C장조지만 F장조 조성을 살짝 느끼게 하여 동적인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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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을 더해 주고 있다. 이런 악센트와 임시표는 자유분방한 포르투갈 백인

계 소녀의 모습이 연상시킨다.

<악보 15> 마디 1-8: A부분

오른손 선율은 민속선율 모티브를 가져왔으며 왼손 음형은 크게 세가지

로 나눌 수 있다. <악보 16참조>

<악보 16> 민속선율과 왼손 음형

a: 민속선율77)

77) Lucas Jose Bretas,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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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왼손 음형

악보를 살펴보면 오른손과 왼손의 움직임은 서로 유사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반진행 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마디 3에서 왼

손에 나오는 베이스 라인과 오른손이 확연히 반진행하는 형태와 마디 5에

서와 같이 다른 형태로 반진행 되기도 하고, 마디 7-8에서와 같이 확대되

어 반진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왼손음형을 나누어 연습하고, 양

손의 방향을 인지하는 독보에 주의하여야 한다. <악보 16, b: 왼손유형, 마

디 18 참조>.

이곡의 형식을 살펴보면 A부분은 a-b-b의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

과 뒷부분에는 전주와 후주와 같은 형태에 반복되는 리듬 구절이 사용된다.

<표 9> Vestidinho Branco: A부분 형식

형식 전주 a b b 후주

마디 1-2 3-6 7-10 11-13 14-16

형식을 나누어 연습하는 것도 동일구조에 집중할 수 있어서 독보에 도움

이 될 것이다. <악보 1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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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마디 1-16: A부분

A부분에서 B부분으로 가는 마디 16에서 페르마타를 이용해 잠시 여유를

갖는데 섹션을 나누는 지점에 페르마타 사용은 빌라 로보스의 중급 작품에

서 자주 보이는 기법이다. 이는 민속적인 특징일수도 있고 다른 성격의 음

악을 연주하기 전에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주기 위한 작곡자의 배려일 수도

있다. A부분은 랙타임 스타일의 표현과 B부분과의 대조를 위해 논 레가토

로 연주함이 좋다.

B부분의 마디 19-23을 보면 오른손은 단3도를 이루어 상행, 하행을 반복

하고 있고 오른손이 상행할 때는 왼손이 하행하여 양손의 움직임이 반진행

과 유사진행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부분의 음계는 왼손의 첫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철저히 화성단음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반음 올린 7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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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꾸밈음으로 더욱 화성 단음계를 강조하고 있다. 오른손의 단3화음의 연속

은 왼손의 화성단음계와 만나 7화음의 연속을 이루어 음색과 짜임새에서 A

부분 보다 두껍고 화려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단조의 음색과 빠른 음형에

모습으로 A부분보다 좀 더 격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준다. <악보 18참조>

빠른 16분음표와 짧은 당김음이 양손에서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리듬이 꼬이거나 박이 흔들릴 수 있다. 마디 19-21에 오른손을 3도

겹음을 만들어 보면 반음계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공통적인

패턴으로 인지하는 것이 독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빠른 손가락의 움

직임을 위해서 손가락 번호를 인지함이 중요하다.

<악보 18> 마디 19-23: B부분

마디 20-23에 왼손은 8분음표 긴 음가를 느끼면서 리듬을 정확히 하고

마디 17부터 3도 간격으로 움직이는 오른손은 연습시에 16분음표의 네 개

그룹의 첫 음에 팔의 무게를 떨어뜨리고 나머지 세 음은 가볍게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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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을 먼저 한다. 익숙해지면 마디 20-23을 연속으로 쳐본다. 무엇보다

양손 연주시 왼손의 리듬에 집중함이 멈춤 없이 음악이 흘러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악보 18참조>

이 곡을 연주할 때 주의할 점은 첫째, 양손의 움직임이 다르고 왼손 반

주패턴 모양이 일정치 않아 독보에 주의하여야 한다. 둘째, 연속적인 당김

음 패턴을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며 연주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8분 음표 양손 선율의 움직임을 익살스럽고 재미난 래그타임

(Ragtime)스타일을 살려 연주하여야 한다.

5) ‘도깨비’(Saci)

(1) 구성과 특징

‘Saci’는 브라질 민요에 나오는 캐릭터로 파이프 담배를 물고 하나의 다

리와 발로 여기저기 장난치고 다니는 개구쟁이 악동을 말한다. 이 곡 제목

을 통해 예상되는 것처럼 재미있고 변덕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악동의 모습

을 빌라 로보스는 훌륭하게 묘사했다. 2/2박자로 여기에 나오는 양손의 두

성부와 내성의 스타카토 음들은 제목과 연관되어 악동의 움직임과 장난스

러운 성격을 보여준다. 이 곡은 무엇보다 순차하행하며 선율요소에 의한

당김음의 대표적인 예시곡으로서 삼바(Samba)리듬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

느낌을 확실히 느끼게 하는 곡이다.

이 곡의 구조는 ABA형식을 보여준다. A에서는 긴 음표와 스타카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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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음표 사이의 날카로운 대조를 보여주며, B부분에서는 5도음정의 오스

티나토와 오른손의 빠른 음형으로 주인공 캐릭터 사씨 빼레레의 교활하고

은밀한 성격을 잘 표현해주는 곡이다.

리듬과 아티큘레이션을 가르치기에 좋은 곡으로 한손에 다른 아티큘레이

션 표현 및 당김음, 4성부의 짜임새와 성부의 균형, 그리고 다섯 손가락 스

케일 테크닉을 터득할 수 있다. 난이도는 5에 해당된다.

<표 10> Saci 구성

마디 1-22 22-37 38-60

형식 A B A'

박자 2/2 2/2-2/4-2/2 2/2

조성 F장조 F장조 F장조

빠르기
Tempo de

marcha

apressando,

Animado
TempoⅠ

학습 포인트

삼바리듬, 당김음, 비대칭 리듬 분할 (3+3+2 리듬)

아티큘레이션(악센트와 테누토),

두음 슬러(스포르찬도와 피아노)

다섯손가락 스케일(다섯잇단음표)

성부별 연주 (part-piaying, pedal point), 캐릭터

(2) 교수학적 분석과 연습 방안

이 곡은 마디 1 끝박인 a음과 마디 2의 c음이 모티브라고 볼 수 있으며

첫 두 마디에 나오는 리듬 요소가 전체 A부분을 통해 사용되었다. <악보

19참조> 마디 2에 등장하는 겹세로줄과 페르마타 기호는 마치 음악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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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리는 전조와 같다. 예를 들면 행렬의 시작을 위한 짧은 트럼펫 소리인

것처럼 악동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음 역할을 한다.

F장조의 이 곡은 3도씩 진행하는 형태로 수직적, 수평적으로 화성을 이루

어 진행하고 있다. 마디 3의 수직적 화음의 음정은 6도 간격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마디 7-10에 나오는 왼손의 밀집화음 형태와도 연관되어 곡

전체의 협화음적인 화성진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악보 19참조>

<악보 19> 마디 1-4: A부분

A부분은 크게 하행하는 선율선을 보이고 있다. 이 곳은 붙임줄로 인한

긴 음가를 표현함이 중요하다. 마치 악기의 울림처럼 악센트와 함께 윗성

부와 내성부에서 울리고 있으며 대조적으로 짧은 8분음표와 쉼표로 구성된

리듬 패턴이 스타카토로 가볍게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악보에서 보여지듯이 악센트와 테누토로 표현되는 당김음의 윗성부 그리

고 짧은 음가의 스타카토를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다. 양손의 두 개의 소리

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히 성부를 나누어 연습해야 하며 손가락의 독립이

필요하다. 악센트와 테누토로 꾸며진 긴 음표와 스타카토의 짧은 음표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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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두드러져야 한다. 한발의 악동모습을 상상하며 몸으로 움직여본다면 음

악적 표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악보 20> 마디 7-10: 삼바리듬

마디 7부터 하행하는 삼바리듬의 동형진행을 볼 수 있다. 오른손의 멜로

디가 마디 7에서 마디 12까지 E♭-D-C♯-C-B♭-A음으로 하행하여 진행

할 때 왼손은 c-b-bb에 이어 a음으로 해결되며 연결된다. <악보 20참조>

마디 16에서는 내성부에 앞과 달리 슬러는 sfz와 p로 표현되어 악동이 사

람들을 놀래는 모습을 연상케 하며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악보 21참조>

<악보 21> 마디 16: sfz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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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4-15에 나타나는 당김음 리듬은 정확한 음가와 아티큘레이션을

표현하기가 참 까다롭다. 따라서 복합적인 음악요소를 배제하고 연습시 리

듬만을 먼저 연습해 보아야 한다. 특히 박을 셀 때 선생님은 리듬치기는

두박(Metro Beat)으로 하고 입으로는 리듬을 노래불러주어 박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도하여 준다. 그리고 두 번째 박 테누토로 시작되는 리듬만을 따

로 떼어내어 테누토 표현과 함께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주시에는 왼손을 중심으로 들으면서 악센트를 넣고 3+3+2

의 불규칙 박자를 느끼게 한다.

<악보 22> 마디 14-15: 당김음 리듬

B부분 마디 23에서는 왼손은 페달 포인트와 같은 화음을 오스티나토처럼

지속하고 있으면서 오른손은 D Dorian 음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마디 24-25의 C음은 d단조 스케일의 7음으로 이 음을

C#이 아닌 C 음을 사용하므로 Dorian음계를 선보이고 있다. <악보 2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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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3> 마디 23-26: B부분 5도 화음과 도리안 선법

a: 왼손 5도화음

b: 도리안 선법

이 모음곡에 재미있는 마디는 제 1곡 모음곡 ‘오른손에 장미 한송이’(A

mao direita tem uma roseira)처럼 마디 31에 한마디가 2/4박자로 바뀜을

볼 수 있다. <악보 24참조>

B 부분에서는 여섯 잇단음표의 움직임이 눈에 뛰는데 피리나 플릇의 악

기소리를 연상하게 하면서 음악에 맞추어 이리 저리 뜀박질 하며 뛰어노는

장난스런 악동의 모습이 상상된다.

오른손이 상행하고 하행하는 선율로서 이 때 손가락 독립과 유연한 손목

사용이 필요하다. 단단한 손끝과 함께 손목은 선율의 방향성을 인지하며

움직여준다. 그리고 양손 연주시 첫 박을 정확히 맞추고 왼손의 둘째와 네

번째 박을 듣고 오른손 다섯 잇단음표를 연주한다면 일정한 리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악보 2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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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마디 27-32: B부분

이 곡은 캐릭터를 상상하며 연주한다면 재미있는 곡이 될 것이다.

6) ‘까이삐링야의 이야기’(A Historia da Caipirinha) 78)

(1) 구성과 특징

‘Caipirinha’는 브라질의 전통적인 술이다. 이 곡은 빌라 로보스의 <수레바

퀴 장난감> 제 4곡 ‘두 명의 작은 기사’(Uma, Duas Angolinhas)와 유사한

데79) 3도 겹음의 짧은 선율과 악센트가 춤곡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악보

25참조>

78) 영어 번역에는 ‘The Tale of the Little Country Girl’이라는 제목도 있다. 아마도 이 번역은 이 곡이

빌라 로보스가 악보에 “나의 대녀 Izaht에게“a minha afilhadinha Izaht"라고 써져 있기 때문일 거

라 생각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곡의 성격과 순수한 단어 그자체로 번역한 제목을 선택하였다.

79) Lucas Jose Bretas,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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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Duas Angolinhas와 A Historia da Caipirinha

a: Duas Angolinhas(Brinquedo de Roda no. 4

b: A Historia da Caipirinha

이 곡의 리듬요소는 약한 박에 힘찬 악센트와 셈여림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곡에 매력은 당김음 리듬이라 할지라도 엄격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이런 특이한 리듬적 특징은 술에 취해 이리 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

여준다. 이 곡의 선율선은 양손에서 하나의 선율을 보이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곡은 다이나믹 표현, 슬러로 묶인 선율의 스포르찬도 표현, 악센트에

의한 당김음, 아프로 브라질리언 리듬, 변형된 하바네라 리듬 등 흔치 않는

다양한 당김음 리듬이 특징적인 곡이다. 강한 손이 요구된다. 난이도 5 해

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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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A Historia da Caipirinha 구성

마디 1-20 21-28 29-48

형식 A B A'

박자 2/4 2/4 2/4

조성 C장조 a단조 C장조

빠르기 Moderado 템포 제시어가 없다 TempoⅠ

학습 포인트

다양한 형태의 당김음, 리듬의 유연성

아프로-브라질리언 리듬, 변형된 하바네라 리듬

강한 터치

p, sfz, >의 표현

춤과 캐릭터

(2) 교수학적 분석과 연습 방안

이 곡은 C장조로 시작해 B부분에서는 a단조로 조바꿈 되었다가 다시

A'에서는 C 장조로 바뀐다. 마디 1의 끝박은 반감7화음으로 약박에 있음

에도 불구하고 악센트를 동반하여 이 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음이

된다. 따라서 이 화음만 분리하여 연습함이 바람직하다. 손목을 릴렉스 하

고 건반에서 강하게 순간 밀기80) 하여 울림을 만들어 본다. 못갖춘마디지

만 이런 악센트 요소로 인해 갖춘마디처럼 들릴 수 있다. 따라서 예비박이

필요하며, 다이나믹은 p지만 첫 박 으뜸화음을 다운비트하고 강박을 내성

으로 느끼며 연주할 것을 권한다. <악보 26 참조>

80) 순간 밀기(Thrust); 손가락들을 건반에 직접 올려놓고 급작스럽게 순간적인 수축을 통해 건반을

아래로 미는 동작. Gyorsy Sandor, 『온 피아노 플레잉』 (서울: 음악춘추사, 2010),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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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마디 1-4: A부분

마디 1-2는 외관상 리듬이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화음과

선율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연습시 화음만 떼어서 P와 악센트 표현과 함

께 연습해 본다면 정확한 리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두 번째 박의 리

듬 ♬ ♪ 은 마디3의 ♫의 변형이다. 두 번째 박의 16분음표 두음을 모음

으로 처리하여 마디 3의 리듬형태로 만들고 입으로는 원래의 16분음표 리

듬을 노래 불러 연습한다면 정확한 리듬구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곳에 16분음표의 리듬은 두음 술러로 묶이고 sfz 표현이 되어 곡의 재

미를 주는 요소가 된다. 연주 시에 이런 음악적 기호들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템포 설정이 중요한데 학생이 여러 가지 리듬적 요소들을 소화할

수 있는 템포로 지도함이 바람직하다. <악보 26참조>

마디 11-14는 왼손은 반음계적으로 상행하는 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에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동형진행하며 하행하고 왼손은 앞부분과 달라진

리듬형태로 반진행하여 좀 더 율동적인 음악 진행으로 이루어진다. 이 곡

의 리듬은 브라질 민속음악의 주요 리듬의 형태로서 이 리듬요소가 양손에

나눠서 진행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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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마디 11-14: 하바네라 리듬, 아프로-브라질리언 리듬

마디 21의 세 번째 박에 쓰인 Fr.6의 A#음은 bb음과 이명동음으로서 이

부분에서는 마디 22의 b음으로 진행하기 위한 이명 동음적 표기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 28참조>

<악보 28> 마디 21-24: 하바네라 리듬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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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분에서 쓰인 화음은 V, Fr.6, X7화음 등으로 모두 딸림화음 계열이

다. 딸림화음 진행 후 으뜸화음으로 해결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짧은 B부분

은 빌라 로보스의 단순하지만, 지루하지 않은 작곡기법의 특징의 하나라

볼 수 있겠다. 리듬 역시 하바네라 리듬을 변형한 ( )리듬을

왼손에 사용하여 당김음을 표현하였다. 또, 오른손에 반복된 선율은 다이나

믹 표시가 없지만 메아리처럼 서로 다른 셈여림으로 표현하거나 강조한다

면 다채로운 음악이 될 것이다. <악보 28참조>

처음부터 끝까지 브라질 민속음악 리듬 형태를 볼 수 있는 좋은 예시곡

이다. 악센트로 인한 당김음, 하바네라 리듬과 변형된 리듬, 아프로 아메리

칸 리듬 등을 곡 안에서 찾아보고 박이 흔들리지 않도록 리듬에 주의하며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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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Cirandinhas)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은 빌라 로보스가 유럽에 체류했던 1925년에 작

곡된 작품으로 12개의 곡으로 구성되었다. 제목 씨랑징야스(Cirandinhas)는

씨랑자스(Cirandas)의 작은 형식이고 씨랑자스(Cirandas)는 ‘브라질 어린이

들의 춤과 음악’을 뜻한다.81) 악보에는 “브라질의 대중 어린이 놀이 테마에

대한 12개의 쉬운 피아노 연주곡 모음집”이라고 쓰여 있다.82)

12개의 곡은 특정한 선율이나 게임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노래, 춤, 인물,

그리고 어린이 세계의 일부분을 결합한 것들이 주제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모음곡의 제목들과 가사는 곡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속 선

율은 모든 곡 안에서 인용되었는데, 이 곡에 일부 선율들은 씨랑자스

(Cirandas)와 현악사중주 5번(String Quartet No.5) 안에서도 사용되었

다.83) 민속 선율은 대부분 ABA형식에서 가운데 B부분에 인용되었으며, B

부분은 주로 장조는 딸림조로 단조는 연관된 조로 이동한다. 따라서 대부

분의 모음곡은 템포의 변화, 그리고 조성의 변화가 확실한 짜임새로 이루

어졌다.

81) Lucas Jose Beatas, p. 91

82) “colecao com 12 pecas faceis sobre temas populares brasileiros de rodas infantis para piano”

Esching Max 출판사.

83) Lisa M Peppercorn, Villa-Lobos the music,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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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Cirandinhas 12개 모음곡84)

원제 영어 제목 한글 제목 난이도

1곡
Zanqou-se o Cravo

com a Rosa

The Carnation

Quarrelled With

The Rose

카네이션이

장미에게 성내다.
6

2곡
Adeus Bela

Morena

Goodbye Beautiful

Brunette Girl

안녕,

아름다운 모레나.
5

3곡
Vamos,

Maninha
Let' go Maninha 가자, 여동생아. 6

4곡
Olha Aquela

Menina

Look at the

little girl
이 소녀를 보아라. 6

5곡 Senhora pastora
The Shepherdess

Lady
양치기 부인. 5

6곡 Cae, Cae, Balao.
The Balloon

Is Falling

떨어진다,

떨어진다, 풍선.
6

7곡
Todo o mundo

Passa
Everyone Goes 모두가 지나간다. 6

8곡
Vamos ver

A Mulatinha

Let's see

mulatto girl
보아라 물라토 소녀를 6

9곡
Carneirinho,

Carneirão

Little Lamb,

Big Lamb
작은 양, 큰 양 6

10곡 A Canoa Virou The Boat Capsized 카누가 뒤집히다 7

11곡
Nesta Rua Tem

Um Bosque

There is A Grove

in This Street
숲을 품은 거리에서 7

12곡

Que Lindos

olhos Que

Ella Tem...

How beautiful

her eyes are

그녀의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7

84) 제인 머그러의 책에서는 전체적으로 난이도 7으로 보았다. 세부적인 난이도가 없어 제인 머그러

의 레벨링을 근거로 난이도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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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네이션이 장미에게 성내다’(Zanqou-se o Cravo com

a Rosa)

(1) 구성과 특징

전체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A부분(마디 1-16)은 2/4박자

pouco animado로 시작하여 B부분(마디 17-28)에서 3/4박자 Andantino, C

부분(마디 29-42)에서 Moderado, 다시 A'부분(마디 43-52)에서 Animado

로 끝난다. 특기할 만한 것은 A와 A'의 템포가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축소되어진 마디와 관련하여 빠르면서도 화려하게 마무리하기 위

한 작곡자의 의도가 엿보인다. 이 곡은 어린이 동요제목에서 빌려왔으며 B

부분에 민요선율을 차용하였다.

노래 가사의 앞부분은 다음과 같다. 85)

O cravo brigou com a rosa    카네이션이 장미와 다퉜다.

Debaixo de uma sacada        어느 발코니 아래서

cravo saiu feridotus           카네이션은 상처받고 나갔고

E a rosa despedaçada         장미는 꽃잎이 떨어졌다.

O cravo ficou doente          카네이션은 아팠고......

<중략>

85) http://pedagogiaaopedaletra.com 2014년 10월 20일 접속. 12개의 모음곡 중 2곡, 4곡, 8곡, 12곡의

원곡은 찾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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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분은 스타카토와 테누토의 음형과 반복되는 당김음 ♪♩♪음형이 주를

이루고 B와 C부분은 왼손부분에 머키 베이스(Murky Bass)86)와 알베르티

베이스의 변형인 반주에 브라질 민속노래에서 유래한 선율이 특징적이다.

빌라 로보스의 음악적 특징 중에 두드러진 요소가 리듬인데 이 곡에서도

아티큘레이션과 결합된 당김음이 처음과 끝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 친숙하

지 않은 반주 음형도 나타나는데 특히 C부분의 반주패턴이 낯설다. 따라서

이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당김음 리듬의 습득과 새로운 반주 음

형의 이해가 필요하다.

<표 13> Zanqou-se o Cravo com A Rosa 구성

마디 1-16 17-28 29-42 43-52A

형식 A B C A

박자 2/4 3/4 2/4 2/4

조성 C장조 C장조 F장조 C장조

빠르기
Pouco

animado
Andantino Moderado Animado

학습포인트

선율: 스타카토와 테누토가 결합된 당김음, 겹3도

템포의 미묘한 변화

반주: 머키 베이스 반주, 익숙치 않은 리듬외형 반주패턴

민요선율

(2) 교수학적 분석과 연습 방법

A부분(마디 1-16)은 2/4박자 C장조 조성으로 animado 나타냄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이다. 선율선은 완만하지만 스타카토와 테

86) 저음이 옥타브의 연속진행을 반복하는 일종의 펼침화음적 반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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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토 아티큘레이션에 담긴 당김음이 윤곽을 이끌며 활달한 느낌을 부가시

켰다. 특히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G음은 종소리를 연상시키며 지속음의 역

할을 한다. 화성적으로는 단순히 G음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마디 4와 마디

8, 마디 12에 나오는 오른손의 G-F#음은 다음 마디의 첫 음인 F로 해결함

에 따라 반음계적 선율진행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G음은 앞 뒤 스타카

토 음들을 확실히 끊어주고 테누토를 더욱 부각시켜 연주하여야 한다. 그

러나 자칫하면 테누토가 악센트로 표현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하며 건반

에 깊숙이 들어가 머문다는 생각으로 연주한다. 또한 테누토 다음에 나오

는 마지막 음은 듣지 않고 다음 마디로 넘어갈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아

티큘레이션을 표현하기 위해 스타카토 화음만을 떼어서 연습해 본다면 마

지막 음을 주의 깊게 듣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악보 29참조>

<악보 29> 마디 1-4: A부분

정확한 리듬을 위해서는 일정한 박(steady beat)이 요구되는데 연주시

자주 보여지는 현상은 당김음 리듬 패턴이 반복되면서 스타카토 다음에 나

오는 4분음표 음가가 충분히 지켜지지 않아 박이 밀려나거나 불확실한 리

듬이다. 따라서 4분음표 음가 안에 8분음표 쪼개기 연습을 해 볼 것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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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다. (예:♪♩♪⟶♪♫♪) 4분음표 음가가 16분음표로 리듬 변형되는 마

디 3 역시 16분음표로 바뀌면서 빨라지거나 리듬이 몰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16분음표의 정확한 음가를 지키기 위해 리듬 변형과 시작점을 달리

하여 연습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 리듬을 변형(♪♬♪♪⟶♪♪♪♪)
시켜 연주하면서 마음속으로 원래 리듬을 불러보거나 시작점을 달리해서

연습해보는 것이다. <악보 30참조>

<악보 30> 마디1-4: 리듬변형 연습

프레이즈는 ritardando와 fermata로 구분되어지고 마디 8-9는 반음계적

순차 하행하여 다음 프레이즈와 연결되고 있다. 프레이즈 종지는 악센트로

표현되는 딸림음인 G음을 부각시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느낌과 재미를

주었고 곡의 통일성을 만들어주었다. <악보 3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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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센트가 붙은 G음은 못갖춘마디인 이 곡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음이기

도 하다. 따라서 악센트가 붙은 G음과 테누토가 붙은 G음은 톤의 차이점

이 있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8마디로 선율이 반복되어지는 프레이즈는 자칫 지루해 질 수 있으므로

mf는 최대한 크게 연주하고, pp는 메아리처럼 건반 가까이에서 다른 터치

로 연주하여 대조를 이루게 한다. 마디 16의 G음은 페르마타를 충분히 하

고 B부분을 준비한다. 형식 구분에 빌라 로보스는 페르마타를 자주 사용함

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의 중급 피아노 작품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악보 31참조>

<악보 31> 마디 6-16: 프레이즈

B부분은 A와 달리 오른손 멜로디에 왼손 반주 형태인 호모포니 짜임새

이다. 오른손 멜로디는 민요선율을 차용한 것으로, 노래 시작의 넓은 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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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약과 후렴부의 반복 패턴은 아프로-브라질리언의 노래나 춤에서 자

주 나타나는 특징이기고 하다. <악보 32, 33참조>

<악보 32> ‘Zanqou-se o Cravo com a Rosa’ 민요 선율87)

선율의 도약음정은 음악의 긴장감을 주고 후렴부의 반복은 정적인 분위

기를 만들어준다. 왼손의 반주는 머키 베이스의 변형된 모습으로 계속적으

로 반복된다. 선율의 윤곽선은 아치 모양을 가지며 후렴이 반복되면서 하

행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악보 33> 마디 17-28: B부분

87) Lucas Jose Beatas,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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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외에 다이나믹 표시는 없지만 프레이즈 안에 정점을 향해서 크레셴도

를 만들고 후렴부를 다시 강조하듯이 표현함이 바람직하다. B부분의 프레

이즈 정점은 높은 음이 어디 있는지, 선율진행이 달라지는 마디가 어디 있

는지, 그리고 화성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병진행하는 앞에 마디

와 달리 마디 21에서 마디 24까지 오른손 선율이 하행하고, 왼손이 상행하

는 반진행 형태를 보이며 마디 22-23에 나타나는 화성(ⅱ6-It.6-Ⅰ6/4)으로

반진행이 강조되고 안정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찾아 볼 수 있다. 따

라서 이 마디에는 음역의 넓이와 화성적인 진행을 주의 깊게 듣는 세심함

이 필요로 한다. 특히 오른손 선율뿐만 아니라 왼손의 진행도 같이 들어야

한다. 이 부분의 왼손은 먼저 모음화음으로 바꾸어 연습할 것을 권한다. 이

런 연습과정은 화성진행을 압축해서 파악할 수 있으며 왼손의 포지션을 잡

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악보 34> 마디 29-42: C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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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적인 B부분보다 좀 더 활발한 C부분은 왼손에 빠른 16분음표 음형

과 오른손의 병행3도의 순차적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템포는 moderado로

B부분 보다 빠르다. 연주시에 16분음형의 움직임으로 인해 B부분 보다 느

리게 연주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오른손 선율의 단위가 짧고 반

복음으로 순차하행하며 중간에 당김음 리듬이 나타나는 특징은 브라질 동

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다. 좁은 음역을 가진 선율선은 규칙적인

마디로 나누어지지는 않는다. <악보 34참조>

C부분의 특징은 리듬 패턴이 반복될 때 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달라지는 긴 음가와 당김음을 찾아보는 것도 긴 호홉이 필

요한 이 곡에 여유를 줄 것이다. <악보 35참조>

<악보 35> 마디 31-32, 35-36, 39-40: 리듬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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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40-41의 오른손 A-A♭-G에서 A♭은 프레이즈 마무리와 조성의

전조를 위해 반음을 사용함을 볼 수 있다. <악보 34참조>

왼손의 16분음표 반주 패턴은 중간에 바뀌는 음형의 변화로 연주시 어려

움이 따르는 부분이다. 또한 계속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긴장감이 생길 수

도 있다. 이런 긴장감은 일반적으로 많은 음들이 기보되었을 때 한음씩 생

각하거나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형을 심플하게 만들어

주는 방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모음화음으로 연습하거나 공통

된 모양 혹은 손가락번호로 그룹핑(grouping)하여 인지하는 것이다.

<악보 36참조>

<악보 36> 마디 32-38: 리듬 패턴 리그룹핑 연습방법

이 같은 리그루핑 연습 후에는 다시 박자로 묶인 원래의 패턴으로 돌아

와서 쳐 본다. 그리고 리듬 패턴이 달라지는 마디에서 멈칫거리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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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므로 변화하는 곳에 표기를 하여 미리 대비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이다. 이 곡 연주시 A부분이 리듬의 정확성을 요구한다면 B와 C부분은 멜

로디를 노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B와 C를 구분한다면 외형적

인 면에서 B는 좀 더 레가토 선율로 연주하고 C는 병행3도 선율을 두드러

지게 논 레가토로 연주함이 좋을 것이다.

2) ‘안녕 아름다운 모레나’(Adeus Bela Morena)

(1) 구성과 특징

이 곡은 독특한 반주형태와 멜로디 라인의 호모포닉 짜임새로 이루어졌

다. 제목에서 <아기 가족 모음곡 1집>의 제 2곡 ‘암갈색 마분지 인형’을

떠올릴 수 있다. ‘Moreniha’는 브라질에 직접 모딘아를 가져왔던 지중해 연

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인들을 표현한 곡으로서 이 곡에서도 갈색에 의미

가 혼혈인을 뜻한다. ‘Adeus’는 슬픈 안녕의 뜻으로 애수적인 모딘아 선율

이 이 곡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다.

형식은 A-B-C-A이다. 제목은 민요로부터 차용했으며 B부분에 민요의

모티브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짜임새를 볼 때 A와 C부분은 주제 선율이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교대되어 나타나지만, 박자가 같고 8분음표가 주를

이루는 선율(♫♫♫)과 반주 형태(♪ ♪ ♪ )가 같으며, e단조의 조성

을 가지고 있어 비슷한 느낌이다. A와 C부분 사이에 B부분은 박자, 템포,

조성이 모두 달라 확실히 대조되는 짜임새이다. 특히 B부분은 반주와 선율



- 95 -

이 반복음과 도약이 주를 이루고 있어 순차진행적인 A와 C부분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곡의 특징은 특별한 변형 없이 8분 음표 리듬 모티브가 곡 전체에 동

형진행하며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세 선율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모습과는 달리 반주는 쉼표의 음형으로 절도 있는 리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양손의 선율이 반진행하거나 병진행하면서 방향성이 뚜렷한 특

징이 있다. 따라서 규칙적인 박 안에서의 정확한 음가와 선율의 방향성을

인지하며 신체의 원활한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

<표 14> Adeus Bela Morena 구성

마디 1-16 17-32 33-48 49-64

형식 A B C A

박자 3/4 2/4 3/4 3/4

조성 e단조 G장조 e단조 e단조

빠르기
Pouco

moderado
Muito animado

Pouco

moderado
Tempo Ⅰ

학습 포인트

양손의 균형(선율과 반주), 양손 균등.

다섯 손가락 스케일

선율; 양손의 움직임, 연속적인 8분음표 리듬 패턴, 레가토

반주: 순차진행적인 음형, 도약 음형, 선율의 역할

(2) 교수학적 분석과 연습 방안

A부분(마디 1-16)은 3/4박자 e단조 조성에 pouco moderado 빠르기로 주

제 모티브는 연속된 8분 음표리듬(♪♪♪♪♪♪)과 왼손에 8분쉼표가 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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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오는 리듬(♪ )이 주를 이룬다. 이 모티브는 이 곡 전체에서 축소되

거나 꾸밈음이 붙여져 나타난다. 흘러가는 멜로디 리듬과 달리 반주부의

쉼표는 음악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요소이다. 연주시 쉼표를 안지키는 경우

가 많은데 이럴때는 8분쉼표를 4분음표로 연주하여 둘의 차이를 귀로 확인

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또한 오른손은 손가락 번호를 인지하고 손모양과 손가락번호를 기준으로

6개의 8분음표를 2개 4개로 그룹핑 하여 연습시킨다면 선율을 노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악보 37참조> 선율의 윤곽선은 완만한 아치형으로 제

목과 연관하여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소녀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연주시

학생들에게 선율선의 방향선을 인지시켜 선율의 시작점과 제일 높은 지점

을 가르친다면 음악적 흐름과 독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음악에 맞춰

걸어보면서 poco rall.와 a tempo의 변화와 프레이즈가 바뀜을 몸으로 느껴

보는 것도 좋은 연습 방법일 것이다. <악보 37참조>

<악보 37> 마디1-16: A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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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적으로 볼때 오른손은 호모포닉한 멜로디로 진행하며, 마디 1-2, 마

디 3-4는 두 마디가 연결되어 같은 ⅰ화음이다. 그렇지만, 마디 1부터의

왼손부분은 3도씩 쌓아진 동형진행 형태로 진행하는데, ⅱ-ⅰ-ⅱ-ⅲ의 화

성진행을 보이므로 오른손과는 다른 화성을 갖게 되어 복화음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오른손 선율뿐만 아니라 왼손 화음의 진행도 중요하

며 오른손은 레가토로, 왼손은 짧지만 울림 있는 화음으로 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악보 37>에서 알 수 있듯이 오른손과 왼손 모두 1도씩 하행하는 형태의

동형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곡 전체에서 나타나는 동형진행과 대칭적인

프레이즈는 곡의 통일성과 안정적인 진행을 도와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별한 다이나믹 표시는 없지만 양손의 음역과 음의 진행으로 crescendo

와 decrescendo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마디 17-32)부분은 2박자로 바뀌고 animado 템포로 분위기가 전환된

다. 민요 선율을 차용한 B부분은 Muito가 쓰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대조를

위하여 빠른 속도로 연주함이 바람직하다. <악보 39참조>

동형진행 작곡기법은 A부분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선율에 도약진행이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왼손 반주도 짧은 16분음표의 도약형태로 되어있다.

도약하는 왼손은 오른손 선율에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따라서 왼

손은 가벼운 스타카토로, 오른손은 가벼운 논레가토 표현함이 좋다. 또한 반

주부에 쉼표를 정확한 음가로 지키는 것도 유의하여야 한다. <악보 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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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 Tororo 민요 선율88)

<악보 39> 마디 17-27: B부분

연습 방법으로는 반복패턴이 아닌 마디를 찾아보고 달라진 음을 인지하

거나 화음으로 묶어 화음의 변화를 알게 한다면 독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프레이즈는 으뜸화음을 기준으로 4(마디 17-20)+12(마디 21-32)를 생각해보

거나 쉼표를 기준으로 8(마디 17-24)+9(마디 24-32)로도 나누어 볼 수 있다.

C부분은 오른손이 순차 상행하는 A부분과 달리 꾸밈음이 붙은 왼손 선

율로 템포가 느려질 수 있다. A부분 템포와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꾸

밈음이 붙은 왼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꾸밈음 없이 정확한

88) Lucas Jose Bretas,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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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에서 연습하고 8분음표 6개를 한번에 묶어서 생각하지 말고 2개, 4개

로 나누어 생각하거나 음형 모양대로 나누어 본다면 손가락 긴장감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C부분에 재미있는 곳은 마디 38-39이다. 왼손에

서 노래 불러지는 선율은 이 마디에서 오른손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 학

생들과 멜로디 라인을 그려보면서 노래 불러본다. <악보 40참조>

<악보 40> 마디 38-39: 양손에 선율

이 곡의 순차 진행되는 스케일 선율은 레가토로 노래 부르기 위하여 엄

지 손가락의 역할이 중요하며 손가락 사이의 고른 무게이동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브라질 모딘아 선율의 애수적인 분위기를 살리는 음악적

표현이 중요시 되는 곡이다.

3) ‘가자, 여동생아’(Vamos, Maninha)

(1) 구성과 특징

ABA 형식으로 A의 춤곡과 B의 민요가 잘 어울려진 곡이다. 이 곡이 재

미있는 것은 A부분과 A'부분이 동일한 선율과 리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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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표가 2/4와 3/4박자표가 쓰여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빌라 로보스의 특

징적 작곡 스타일로서 강박의 위치가 달라짐으로 변화되는 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예시곡이다.

이 곡은 A부분에 브라질 민속 리듬의 변형인 16분음표의 빠른 리듬과 B

부분의 3도 화음으로 이루어진 당김음 음형이 특징적인 곡이다.

손가락 빠르기와 내성 멜로디를 나타내는 보이싱 및 성부별 연주를 위한

손의 균형이 요구되는 곡이다. 무엇보다 같은 선율과 리듬의 반복 안에서

변화되는 셈여림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올바르게 표현하기 위하여 섬세한 귀와 손의 조절이 필요하다.

이 곡의 제목에 인용된 동요가사는 다음과 같다.89)

Vamos Maninha vamos, 가자, 여동생아 가자,

Lá na praia passear 저 바다로 산책하러

Vamos ver a barca nova 하늘로부터 떨어진

que do céu caiu do mar (bis) 새 나룻배를 보러가자.(반복)

Nossa Senhora esta dentro, 이안의 우리 하느님,

Os anjinhos a remar 노젓는 아기천사들

Rema rema remador, que 노를 젓는다, 노를 젓는다,

este barco é do Senhor (bis) 이 나룻배는 하느님의 것이죠. (반복)

O barquinho ja vai longe ... 나룻배는 이미 멀리 갔어..

E os anjinhos a remar 노젓는 아기천사들

Rema rema remador, que 노를 젓는다, 노를 젓는다,

este barco é do Senhor (bis) 이 나룻배는 하느님의 것이죠. (반복)

89) http://pedagogiaaopedaletra.com 2014년 10월 20일 접속.



- 101 -

<표 15> Vamos, Maninha 구성

마디 1-24 25-32 33-44 45-61

형식 A 연결구 B A

박자 2/4 2/4 4/4 3/4

조성 C장조 a단조 G장조 C장조

빠르기
poucuo

animado

poucuo

animado

(apressando)

Moderado tempo Ⅰ

학습 포인트

성부간의 균형(Voicing), 박자변화에 따른 강박과 약박,

셈여림의 변화 3도의 선율 진행,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

빠른 손가락과 리듬의 유연성, 손목회전

(2) 교수학적 분석과 연습 방안

A부분(마디 1-24)은 2/4박자 C장조 조성이다. 동요 가사와 연관하여 음

악을 생각한다면 왼손화음의 규칙적인 리듬 구조와 오른손 선율의 빠른 리

듬 형태의 반복은 노를 젓는 모습과 파도의 출렁임을 연상시킨다. 학생들

과 노를 젓는 음직임을 해보면서 박을 느껴보는 것도 재미있는 연습 방법

일 것이다.

이 곡의 선율은 오른손은 반음계를 포함하여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많고 왼손은 가온다 중심에서 밀집화음으로 움직이며, 저음보다는 중간음

역에서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동형진행으로써 짧은 모티브들이 묶여져서

선율선의 윤곽을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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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 마디1-12: A부분

화성적인 면을 볼때 마디 Ⅰ화음이 둘째자리바꿈인 Ⅰ6/4로 쓰인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다. 으뜸조로 단호하게 결정되지 않는 코드 진행,

즉, 이것은 마디 1-2에 나타나는 베이스라인이 g-ab(flat)-g로 되어 있고,

마디 6-8에 나타나는 선율과 왼손의 라인이 반음계적 진행과 마디 7-12

임시표들은 a단조로 가는 느낌을 주어 장조와 단조 조성이 어우려져 A부

분 안에 모호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화성과 더불어 외형에서 보이는 모습

을 통해 출렁이는 파도가 느껴진다. <악보 41참조>

마디 1의 둘째박의 화음은Ⅰ의 증화음인데 이때 쓰인 g#의 음은 베이스

라인의 반음계적 진행을 위해 이명동음인 ab이 쓰였다. 따라서 연주시 오

른손 선율뿐만 아니라 왼손 화음이 변화되는 베이스음을 들으면서 음의 뉘

앙스를 만든다면 생동감 있는 음악이 만들어 질 것이다.

A부분 다이나믹은 학생들에게 흥미로움을 제시하는데 동요 가사와 잘

맞아 떨어진다. “나룻배는 이미 멀리 갔어” 라는 표현처럼 나룻배가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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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 가는 모습처럼 마디 1에서의 힘찬 f의 선율선이 내려오면서 마디

10-12의 rall. 표현과 함께 p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셈여림의 대조

와 rall.의 음악적 표현이 요구된다. 또한 f에서의 팔과 손의 무게와 p에서의

원할한 손가락 움직임과 무게 조절이 필요한 곳이다. A부분 프레이즈는 6

마디+ 6마디 프레이즈 구성으로 이루어져 고전적인 프레이즈 마디수는 아

니지만 균형적이다. <악보 41참조>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마지막 반복 부분인 A'에서는 똑같은 음악을 3/4

박자로 바꾸어 4+4마디 프레이즈를 만들었음을 볼 수 있다. 마디 6과 마디

12의 프레이즈 끝을 비교하면 마디 6는 반진행인 반면 마디 12는 옥타브

도약으로 음역이 넓어져 rall.와 어울려 표현됨을 볼 수 있다.

이 곡은 음악적으로 루바토 역할을 하는 rall.가 많은데 이런 음악적 표

현을 학생들이 어색해 하는 경우가 많다. 피아노에서 떨어져 선생님의 음

악에 맞쳐 지휘를 하거나 거울을 보면서 rall.하는 팔의 동작을 호홉과 같

이 해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연결구로 가기 전에 자연스럽게 a단

조로 전조할 수 있도록 마디 24 베이스음이 b플랫이 되어 e dim7화음을

만들어 내었다. 건반 밑까지 푹신한 쿠션을 누르듯 화음을 깊이 눌러 e

dim7 울림 안에서 소프라노 e음을 듣도록 한다. <악보 42참조>

<악보 42> 24마디: e dim7, 전조



- 104 -

연결구 마디 25-32는 A부분과 B부분의 음악적 대조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 a단조의 가락 단음계 선율과 apressando pouco a pouco의 표현은 생

기 있고 기악적인 A부분에서 갑작스럽게 변화된 B부분의 음악에 앞서 충

분히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흔히들 하는 실수는

연결구의 짜임새가 A부분과 달라지면서 템포 설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그

로 인해 고정박(Steady beat)을 잡기 힘들어 한다는 것이다. 16분음표 리듬

형으로 구성된 A부분에서 4분음표가 선율이 되는 연결구는 리듬형태로 인

해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모습이지만 박을 생각하지 않으면 4분음표 음가를

빨리 치는 현상이 생긴다. 따라서 마디 24의 rall. 역할이 중요하다. 지도 시

에 마디 24의 두 번째 박 E음에 맞춰 박수치기를 하여 마디 25와 자연스럽

게 연결 되도록 한다. 즉, 예비 박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악보 43참조>

<악보 43> 마디: 23-27: A부분, 연결구

rall.와 fermata가 있는 마디 32, 마디 44는 완전히 양손을 건반에서 떼고

호홉을 하여 다음에 나오는 부분에 템포와 곡의 성격을 제대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a tempo가 표시가 된 부분부터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연

결구의 짜임새는 4성부이다. 화음은 반감7화음이나 속7화음을 사용한 동형

진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4성부의 7화음이 음색에 색채감을 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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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 마디 25-32: 아치형 프레이즈와 e단조 조성

마디 25-32의 오른손 선율라인은 상행하는 동형진행을 하다가 하행하는

아치형 모습을 보인다. 조성은 모호할 수 있으나 오른손 외성에 지속적인 e

음과 마디 27와 마디 29의 왼손 베이스 지속음 e음을 통해 e단조 조성을 느

끼게 해준다. 따라서 연주시에 e음의 소리에 귀기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악보 44참조>

자연스러운 전조를 위해 마디 32에서는 마디 33의 G장조의 Ⅰ화음으로

가기위한 속화음이 쓰이는데, 이것은 G장조의 Ⅴ7화음으로 공통화음 전조

를 이룬다. 또한 마디 31에 e플랫음의 사용은 반음계로 자연스럽게 내려와

B부분 음악과 연결된다. 따라서 연주시 내성 멜로디를 들으며 연주하다 마

디 31, 32에 오른손 윗음이 반음계로 내려옴을 인지하며 rall.를 표현하고

딸림음이자 으뜸음이 되는 D음은 충분히 포르테로 울린다. D음의 여운을

충분히 느끼고 난 후 확실히 성격을 달리하여 B부분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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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분(마디 33-44)은 민요 선율을 차용하였으며 A부분과 연결구와는 달

리 Moderado 빠르기로 서정적인 노래 성격이다.

<악보45> Vamos, Maninha 민요선율90)

<악보 46> 마디 33-40: B부분

마디 37에서 f 음은 브라질 선율의 특징인 7도음이 내려가는 스케일이다.

Ⅰ-Ⅳ-Ⅳ-Ⅰ-ⅱ-Ⅴ의 안정적인 화성진행 사이에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감

7화음을 반진행 형태로 사용했다. 이 부분도 역시 A 반복구에 들어가기 전

에 rall.와 fermata로 마무리 했으며 마지막 왼손 F음으로 C장조 조성으로

자연스럽게 전조됨을 볼 수 있다. 화성적 짜임새의 B부분은 쉼표가 있는

90) Lucas Jose Bretas,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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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분 반주와 확연히 다른 연속적인 8분음표 리듬의 반주이며 다이나믹도

대조적으로 p로 연주된다. 또한 후렴부가 반복되고 병행3도가 순차하행 하

는 선율과 당김음은 브라질 음악의 특징이 잘 보이는 섹션이다. 오른손 3

도 연습방법으로는 화음 하나씩 논 레가토로 끊어보거나 윗선율만 떼어내

서 무게 실어보는 연습, 그리고 화음 연주시 아랫선율은 스타카토로 연주

하여 윗선율에 무게 싣기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본다.

4) ‘이 소녀를 보아라’(Olha Aquela Menina)

(1) 구성과 특징

오스티나토 반주가 특징인 이 곡은 한손에서 선율과 반주가 동시에 연주

되는 외형과 축소된 ABA 형식이다. 빌라 로보스는 대부분 민요의 인용은

가운데나 종결부분에 사용하는데 이 곡은 A부분 선율가락에 사용함을 볼

수 있다. A와 B부분은 선율의 윤곽선이 비슷하고 나란한조의 조성관계는

A부분과 B부분이 다른 성격이 아니라 연결되는 음악처럼 느껴진다. 그러

나 주제 멜로디가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겨졌다는 것과 반주 모습이 오스

티나토 리듬과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쉼표가 있는 반주 리듬 패턴은 A와 B

부분의 큰 차이점이다. 규칙적인 박 안에서 리듬의 유연성과 한 손에서 두

개의 성부를 나타내며, 3도 겹음 테크닉을 숙지하는 것이 이 곡을 연습하

는데 중요한 과제이다. 구조적인 면에서 흥미로운점은 A'부분은 A부분 보

다 8마디가 축소되었지만 선율에 3도를 쌓아 화음을 만들고 Lento의 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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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 마무리를 하여 줄어든 마디만큼 시간을 늘려놓은 것이다 .또한 단

선율에 주제가 3도로 변형되어 나오는 것은 민속춤, 민속음악에 즉흥적인

측면에서 영향 받았다고 볼 수 있다. A와 A'의 음악적인 뉘앙스의 미묘한

차이와 셈여림의 표현과 적절한 템포의 설정은 이 곡을 연주하는데 다양한

해석상의 재미를 줄 소재이다.

<표 16> Olha Aquela Menina 구성

마디 1-18 19-34 35-46

형식 A B A'

박자 4/4 4/4 4/4

조성 D장조 b단조 D장조

빠르기 Andante Mais movido Tempo Ⅰ

학습 포인트

일정한 박 안에서의 리듬의 유연성

병행3도 진행, 성부 안에 손가락의 독립 , 다섯 손가락

반주: 3화음 코드, 오스티나토 리듬

(2) 교수학적 분석과 연습 방법

이 곡은 A부분에 민요선율이 인용된 것으로서 오스티나토 형태의 당김

음 반주와 장조와 단조가 섞인듯한 멜로디 라인 구조는 브라질 민족음악의

선율을 잘 느끼게 해준다. <악보 46참조> 마디 1-4에 나오는 오른손의 모

티브는 그 음이 f#-d-c#-b로서 b단조의 ⅰ화음의 음구성의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왼손 반주의 D장조의 으뜸화음과 오른손에 셋째, 넷째박의 Ⅴ화음

은 D장조를 확실시 해주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한 b단조의 ⅰ화음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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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19부터 나오는 B부분의 주요 구성음으로서 두 부분이 연결되는 느낌을

가지게 하며 곡의 통일성을 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악보 48참조>

<악보 47> De Onde Vem Aguela Menina 민요 선율91)

<악보 48> 마디 1-4: A부분

선율은 주로 서정적이며 순차진행적이다. 선율의 특이한 점은 마디 1-4

는 내성부 멜로디 표현을 잘 해야 하는데 브라질 전통 관악기를 연상시키

는 긴 음가를 가진 f음의 지속음과 더불어 하나의 앙상블적인 효과를 만들

어 낸다는 것이다. 4마디는 시작하는 전주이지만 종결하는 소재로도 사용

되었다.

91) Lucas Jose Bretas,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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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에서 계속 연주되는 당김음 오스티나토 리듬이 특징인 이 곡은 a음

이 지속음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연주시 오른손 선율에 방해가 되

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여린 다이나믹 안에서 표현하는 섬세함과 균등한

리듬이 요구된다.

이 곡이 특징적인 것은 AB가 같은 소재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아래 악

보에서처럼 마디 5의 선율라인이 마디 19부터의 B부분의 왼손에 확대 변

형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민속적인 대위법이라 부르고 싶은 기법이

다.<악보 49참조>

<악보 49> 마디 5-6, 마디 19-20: A와 B의 주제선율

a: 마디 5-6: A부분

b: 마디 19-20: B부분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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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분은 A부분과 같은 박자지만 Mais Movido의 나타냄말처럼 앞부분

과 달리 큰 음향 안에서 분주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외형적인 면에

서도 A부분과는 달리 왼손은 8분음표 리듬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오른손

에는 그와 대조적으로 약박에서 밀집화음이 나오는 리듬 형태이다.

따라서 오른손 화음을 연주할 때 약박임을 주의하여 왼손 선율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왼손은 레가토로 최대한 건반 깊숙이 팔에 무게

를 느끼면서 연주한다면 오른손은 가벼운 업 터치로 연주함이 바람직할 것

이다. 건반에서 떠나 책상에서 쳐보거나 오른손의 3화음을 강박에서 쳐봄

으로써 약박과 강박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리듬을 느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악보 49, 50참조>

<악보 50> 마디 26-33: B부분

B부분은 연주시에 오른손이 약박에 연주하는 불편함뿐만 아니라 양손의

서로 다른 움직임으로 인해 어려운 부분이다. 왼손선율이 상행하며 움직일

때 오른손은 근접하게 움직이며, 강박에 쉼표로 인해 리듬이 흔들릴 수 있



- 112 -

다. 따라서 왼손을 그룹핑하여 한음씩이 아닌 큰 덩어리로 인식하여 연주

하거나 왼손 선율의 외형으로 하행하는 2개의 음과 상행하는 6개의 음을

나누어 생각한다면 리듬의 유연성도 살리면서 손의 긴장감을 덜어주어 편

안함을 줄 것이다.

마디 35부터의 A’는 A와 같은 음형으로 진행되나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고 악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오른손의 멜로디가 3도 병행형태로 나타

나 A의 재현부라 볼 수 있다.<악보 51참조>

<악보51> 마디 5-8. 40-43: A와 A의 재현부

a. 마디 5-8

b. 마디 39-42

A'부분에서는 오른손 겹음으로 인해 리듬이 고르지 못할 수 있다. 이 겹

음을 레가토 보다는 가벼운 논 레가토로 연주함이 고른 리듬을 위해 바람

직하다. 이 곡의 셈여림을 살펴보아 크게 p와 f로 구분되는데 악기 반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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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지는 3성부가 나올때는 p이고 호모포닉 짜임새에서 멜로디 선율이 나

오는 부분은 F로 표현됨을 찾아볼 수 있다.

끝으로 곡의 템포를 설정하기 위해 이 곡에 가장 빠른 B부분 부터 템포

를 결정하고 이후 가장 느리고 선율이 3도 겹음이 나오는 A'부분의 템포

를 결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A부분으로 결정함이 연주시 도움이 될 것이

다. (연습순서: B⟶A'⟶A)

5) ‘양치기 부인’(Senhora Pastora)

(1) 구성과 특징

이 곡은 모음곡 중에 난이도가 낮은 곡 중에 하나이다. 전형적인 ABA

형식인데, 스타카토, 다이나믹의 대조 등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A부분과 달

리 당김음 반주에 레가토 선율인 서정적인 B부분은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

니라 분위기 또한 장조와 단조로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템

포에 있어서 Animada에서 Muito lento로 변화되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 곡은 중급 초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레퍼토리로서 좋은 예시곡이다.

A부분은 양손의 3도 진행에서 연속적인 스타카토 테크닉을 습득할 수

있는데 특히 스타카토 음표는 연주함에 있어 반복적인 선율 프레이즈 안에

서 다이나믹의 변화(f-p, f-pp)도 요구된다.

B부분에서 주의할 점은 연속적인 왼손 당김음 반주로 인해 오른손 차례

가기 선율 리듬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따라서 일정한 박 안에서 선율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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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게 노래 부를 수 있는 리듬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동요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92).

Lá no alto daquela montanha   여기 저 높은 산에

Avistei uma bela pastora       나는 한 아름다운 양치기 소녀를 보았네

Que dizia na sua linguagem    그의 언어로 얘기하던

Que queria se casar.           결혼하기를 원하던

Bela pastora, entrai na roda   아름다운 양치기 소녀여, 원 안으로 들어와요.

Para ver como se dança:      어떻게 춤추는지 보게요.

Uma volta, meia volta,         한 바퀴, 반 바퀴,

Abraçai o "seu" amor          당신의 사랑을 안으세요.

<표 17> Senhora Pastora 구성

마디 1-18 19-35 36-46

형식 A B A'

박자 2/4 3/4 2/4

조성 B♭장조 g 단조 B♭장조

빠르기 Andante Mais movido Tempo Ⅰ

학습 포인트

선율: 양손의 스타카토주법, 레가토로 노래부르기

대조적인 셈여림, 당김음

멜로디와 반주, 3도 병행진행

(2) 교수학적 분석과 연습방법

A부분(마디 1-18)은 2/4박자 B♭장조 조성으로 animado 나타냄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이다. 특히 이 곡은 제목과 동요 가사를

92) http://pedagogiaaopedaletra.com 2014년, 10월, 2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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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생각해보면 관악기 소리에 맞춰 돌면서 춤추는 소녀가 떠오른다.

<악보 52> 마디 1-6: A부분

못갖춘마디 1-4에서는 왼손의 모음화음과 오른손의 반복음 리듬패턴은 노

래부르는 질문 프레이즈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마디 5-10은 양손의 3도 관계

로 연속적으로 하행하여 대답 프레이즈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못갖

춘마디 프레이즈 구분에 있어 4+8 로 후렴구가 긴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전

체적으로는 a(마디 1-12)와 a'(마디 13-24)로 볼 수 있다. <악보 52, 53참조>

<악보 53> 마디 8-13, 마디 19-25: A와 A' 리듬 변형

a: 마디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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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마디 19-25

a와 a'는 단지 마디 20-22에서 리듬 변형만 살짝 있고 그 외는 반복패턴

이다. 다이나믹에 있어서도 질문보다 응답에서 큰 사운드로 표현하였으며

반복시 작아지는 다이나믹을 살펴볼 수 있다. (mf-f-p와 mf-f-pp)

따라서 연주시에는 프레이즈 구분과 함께 대조적인 셈여림을 만드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디 1-4는 양손의 발란스를 생각하여 오른손 멜로

디 중심으로 소리를 만들었다면 마디 5-10은 양손의 멜로디를 다 들으면

서 포르테 사운드를 만든다. 재미있는 것은 p 사운드로 반복되는 마디 10

와 마디 20 앞에는 테누토와 쉼표로 기보하여 대조적인 셈여림을 표현할

여유를 주었다는 것이다. 빌라 로보스의 어린이를 생각하는 배려라 여겨진

다. <악보 53참조>

화성적으로 살펴보면 이 곳은 B♭장조의 Ⅴ-Ⅰ화음만으로 이루어 진 것

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런 화음 진행은 음악이 안정적이면서도 동적인 느

낌을 준다.

여기에 나오는 선율 요소의 원천은 Bela pastora93) 민요 악절로부터 가

져왔다. 이 가락은 시골이거나 농장을 암시하는 두가지 버전이 있다.

93) 손을 둥글게 하여 추는 댄스. Lucas Jose Bretas,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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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4> Bela pastora 민요 선율94)

테크닉적인 면에서 질 좋은 스타카토를 위해서 한음씩 손목을 떨어뜨려

소리를 내보는 것이 좋다. 이런 큰 동작을 먼저 취해보고 나서 건반 가까

이에서 손가락을 이용한 손가락 스타카토로 pp를 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악보 53참조>

<악보 55> 마디 25-32: B부분

94)Lucas Jose Bretas,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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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자에서 3박자로 변형되며 느리게 연주되는 B부분(마디 25-40)은 단

연코 연속적인 왼손 당김음 리듬이 특징이다. 아프로-브라질리언 리듬의

변형으로서 오른손에 일정하게 흘러가는 8분음표와 맞물리면서 노래 불려

진다. 전체적인 악상은 mf로 마디 28 왼손이 g-f♯-f로 반진행하면서 마디

29가 클라이막스가 되는 아치형 프레이즈 구조이다.

오른손 선율과 더불어 왼손의 화음진행과 변화음을 들으면서 crescendo

와 decrescendo를 만들어 준다면 좀 더 풍요로운 노래가 불러질 것이다.

또한 왼손반주를 하며 선율을 노래하는 연습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연주시 주의할 점은 느린 템포 안에서 정확한 리듬만을 강조하다보면 음

악적이지 못한 선율이 만들어질 수 있다. 리듬의 유연함이 요구되는데 아

래의 악보처럼 왼손을 리듬 변형하여 연습한다면 오른손과 같이 왼손도 노

래 부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방법은 느린 템포 안에서 당김음 음가

를 지키는데 효과가 있다. <악보 56참조>

<악보 56> 마디 26-33 : 리듬 변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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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떨어진다, 떨어진다, 풍선’(Cae, Cae, Balão...)

(1) 구성과 특징

템포와 조성, 그리고 곡의 성격이 다른 전형적인 ABA 구조이며 브라질

민요 가락이 B부분에 인용되었다. A부분은 호모포니 짜임새로서 왼손은 8

분음표 반주 형태가 다섯 손가락 스케일로서 차례로 올라가는 외형을 보여

주고 있으며 오른손은 브라질의 전형적인 당김음 리듬이 확대되어 동형진

행하고 있다. B는 3성부의 짜임새로 내성부에는 A의 오른손 선율인 당김

음 리듬이 내포되어 A부분이 자연스럽게 음악적으로 B로 연결하였고, 소

프라노와 베이스 리듬이 같고 선율이 3도 간격으로 같이 노래 불러지는 구

조이다. 이 곡에 흥미로운 것은 메트로놈 표시다. 2/2박자이지만 메트로놈

표시에는 4분음표를 기준으로 ♩=120 이라고 표기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빌라 로보스가 오른손에 긴 2분음표 음가의 당김음 표현과 왼손에 끊임없

이 흐르는 8분음표의 음가들이 정확히 지켜지길 원하기 때문일지 모른다.

이 곡은 손가락의 독립이 다섯 손가락 스케일과 성부에 균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며 습득해야 할 과제이다. 테크닉상 유의점은 양손의 엄지

손가락의 운지를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95) 왼손의 지속적인 8분음표는 레

가토로 연주되어야 하고, 약박에 등장하는 당김음 리듬을 지켜서 연주하여

야 할 것이다.96)

95) 한 손에 두 성부를 연주함에 있어 한 성부가 선율로 움직일때 다른 한 성부의 지속적인 C음은

엄지 손가락으로 연주하여 긴장감이 유발될 수 있다. <악보 59>를 참조

96) <악보 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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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가사는 다음과 같다.97)

Cai, cai, balão! 떨어진다, 떨어진다, 풍선

Cai, cai, balão! 떨어진다, 떨어진다, 풍선

Na rua do sabão. 비누의 거리에서

Não cai, não! 떨어지지마, 안돼!

Não cai, não! 떨어지지마, 안돼!

Não cai, não! 떨어지지마, 안돼!

Cai aqui na minha mão! 여기 내 손으로 떨어져!

Cai, cai, balão! 떨어진다, 떨어진다, 풍선

Cai, cai, balão! 떨어진다, 떨어진다, 풍선

Aqui na minha mão! 여기 내 손안에!

Não vou lá, não vou lá, não vou lá !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Tenho medo de apanhar! 혼날까봐 두려워!

<표 18> Cae, Cae, Balão..구성

마디 1-16 17-28 29-45

형식 A B A'

박자 2/2 4/4 2/2

조성 d단조 F장조 d단조

빠르기 Pouco moderado Menos Tempo. Ⅰ

학습 포인트

두 개 이상의 독립된 성부, 양손의 균형

다섯손가락 스케일, 엄지 손가락, 

템포의 유연성, 

(2) 교수학적 분석과 연습방법

A부분(마디 1-16)은 2/2박자 d단조 조성으로 Pouco moderado 빠르기로

연주된다. 지속적인 8분음표가 흐르는 음악은 빠른 템포가 어울리지만 2/2

97) http://pedagogiaaopedaletra.com 2014년 10월 2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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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를 악보에는 4분음표를 120으로 하라는 지시어는 moderado템포 지시

어에 충실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곡은 중간 중간에 animato,

rallentando 표시가 있어 유연한 템포를 보여준다.

마디9-12은 앞과 다른 선율선에 의해 약간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과

함께 템포가 빨라질 수 도 있다. 연주자의 능력에 맞게 표현하면 좋겠다.

특히 A'에는 animato, rallentando, a tempo, pouco a pouco, pouco rall. 표

시를 통해 템포에 많은 융통성을 필요로 한다. 호모포닉 짜임새로서 오른

손은 당김음 리듬이 하행하며 동형 진행하는데 반해 왼손은 d단조 스케일

이 상행하며 동형 진행한다. <악보 57, 58참조>

<악보 57> 마디 1-16: A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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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6부터 crescendo와 animato 표시와 함께 상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양손은 서로 반진행하며 곡이 흐르는데 특히 왼손에서 두 마디씩 진

행하는 순차진행의 반주형태는 다음에 나오는 2도 상행의 동형진행을 맞추

기 위해 반음계적 선율진행을 보인다. 또한 순차진행하는 왼손과 달리 오른

손은 3화음의 각각의 음들이 도약하며 동형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오른손의

동형진행기법과 왼손의 끊임없는 8분음표 움직임의 결과로 프레이즈를 구

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A부분 전체인 12마디를 크게 한 프레이즈로 보아

연주함이 바람직하다. 긴 호홉이 필요한 곳으로서 다이나믹 기호와 연관하

여 음색적인 변화를 유의하여야 음악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crescendo와

animato 표시가 있는 마디 6 부터 오른손 도약에 따라 커지면서 마디 11에

클라이막스를 만들고 점차 느려진다. 왼손의 다섯 손가락의 고른 스케일을

위해서는 시작점을 달리하여 연습을 하는데 악보에 표시한 것처럼 내려오

는 부분부터 연습하여 2도 상행을 위한 반음계적 선율진행을 주의 깊게 듣

는다. 이런 연습은 마디 11-12 에 효과적인데 동형진행의 패턴이 달라져

마디와 마디 사이에 멈춤을 방지해 준다. A부분에서 흥미로운 점은 9마디

부터 단조 스케일의 7도가 올라가는 C♯음이 보이는데 이것은 조성적으로

는 가락단음계에 해당되지만 선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악보 5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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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8> 마디 9-12 왼손 스케일

오른손 당김음 리듬과 임시표가 붙은 왼손 스케일이, 떨어지는 풍선과

불안해하는 어린이의 마음을 잘 보여준다. <악보 57참조>

B부분은 성부에 따른 손가락의 독립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내성부가 타

악기처럼 악센트가 있고 베이스와 윗 성부가 노래를 부르는 짜임새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마디 17 내성부 F음은 F장조 조성을 확립시키며 또한

A부분의 리듬을 가지고와 자연스러운 음악적 연결을 보여주고 있다.

마디 20부터 등장하는 내성부 C음 딸림음은 지속음으로 나오는데 여기

서 C음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로 확고한 조성감과 딸림음으로 인해

음악이 앞으로 흘러가는 느낌을 준다. 두 번째는 자칫 지루해 질수 있는

음악에 악센트와 테누토가 포함된 지속적인 4분음표로 리드미컬한 모습을

보이면서 타악기적인 효과를 만들고 있다. <악보 5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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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9> 마디 17-26: B부분

마디 24부터 F장조의 으뜸화음이 계속 이어지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왼손과 오른손에 등장하는 A음은 앞으로 전조될 d단조를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악센트로 인해 생기는 당김음 형태는 리듬의 긴박성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곳은 연주시 내성부 리듬에 의해 윗성부의 노래 부르기가 힘들어 진

다. 따라서 B부분은 내성부 악센트 표현과 당김음 음가를 정확하게 파악하

기 위해 별도의 연습을 권한다. 따로 떼어 내어 각 성부의 멜로디를 귀에

익힌다면 양손 연주시 귀는 오른손 윗성부 선율과 내성부의 2분음표 악센

트를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음씩 끊어서 논 레가토처럼

연습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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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두가 지나간다.’(Todo o mundo Passa )

(1) 구성과 특징

이 곡의 선율은 민속 노래 ‘Passa, Passa, Gaviao’에서 차용했으며98) 제

목은 노래 가사에서 가져왔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99)

passa, passa gavião           지나간다, 매가 지나간다

todo mundo passa             모두가 지나간다

passa, passa gavião           지나간다, 매가 지나간다

todo mundo passa             모두가 지나간다

As lavadeiras fazem assim    빨래하는 여자들도 또한 그래

As lavadeiras fazem assim     빨래하는 여자들도 또한 그래

assim, assim, assim, assim     그래, 그래, 그래, 그래

passa, passa gavião            지나간다, 매가 지나간다

todo mundo passa              모두가 지나간다

passa, passa gavião            지나간다, 매가 지나간다

todo mundo passa              모두가 지나간다

Os sapateiros fazem assim     구두장이들도 또한 그래

Os sapateiros fazem assim     구두장이들도 또한 그래

assim, assim, assim, assim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중략)

화성적 짜임새로서 ABA구조다 A와 B부분은 템포와 곡의 외형, 그리고

음악적 성격에 있어서 대비된다. 다른 모음곡들과는 달리 박자 변화는 없

으며 조성 또한 나란한조가 아닌 버금딸림음조로의 전조를 하고 있는 점이

98) Lucas Jose Bretas, p. 113.

99) http://pedagogiaaopedaletra.com 2014년 10월 2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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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다. A부분의 서정적인 선율 라인은 전개-발전-재현의 내부구조를

가지고 흘러가는데, 이것은 곡 전체의 다이나믹이 mf-f-ff-mf-p로 진행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매우 흥미롭다 하겠다.

B부분은 제 5곡 ‘양치기 부인’과 리듬과 선율이 비슷한데 공통적으로 단

순한 민속가락을 차용하여 작곡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이 곡 연주시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왼손의 리드미컬한 당김음 리

듬 패턴 위의 오른손 멜로디가 매끄럽게 흘러가야 한다. 둘째, B부분 오른

손의 연속적인 스타카토 음들을 균일한 박을 유지하며 연주해야 한다. 셋

째, 다이나믹을 통해서 곡 전체의 클라이막스를 찾아 표현하도록 한다. 마

지막으로 이 곡은 왼손에서 베이스 지속음을 유지하며, 내성부 당김음 표

현의 반주패턴을 통해 손가락의 독립을 습득하고 선율과의 발란스를 배울

수 있다.

<표 19> Todo o Mundo Passa 구성

마디 1-8 9-22 23-33

형식 A B A'

박자 4/4 4/4 4/4

조성 G장조 D장조 G장조

빠르기 Pouco moderado Menos Tempo. Ⅰ

학습 포인트
두 개 이상의 성부 표현 ,연속적인 스타카토,

다양한 다이나믹, 단단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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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학적 분석과 연습방법

A부분(마디 1-8)은 4/4박자 G장조 조성으로 Andante의 빠르기로서 서

정적인 선율 특징을 지니며 전체적으로 왼손의 베이스 라인과 함께 순차진

행 하며 오른손이 노래 불러지는 모습이다. 왼손 화성진행이Ⅰ-ⅱ-Ⅰ6-Ⅰ

6/4-X6/5-Ⅴ-7로 이루어졌으며 이 때 사용된 화음의 전위는 베이스 라인

의 순차진행을 위해 사용되었다. <악보 60참조>

<악보 60> 마디 1-5: A부분

오른손 선율에 꾸밈음이 들어가 단조로움을 피했으며. 왼손에 당김음이 특

징이지만 오른손 선율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오른손 선율은 손가락 번

호에 유의하여 레가토로 연주하고 마디 4에 셋째 박 D음을 강조하여 곡의 재

미를 더해준다. 왼손 성부의 연습은 내성부와 베이스를 따로 연습하고 윗성부

와 내성부만을 쳐보거나 윗성부와 베이스만을 쳐봄으로서 음의 진행과 선율

에 맞는 사운드 발란스를 찾아보는 방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악보 60참조>

B부분은 민요 선율을 차용하였으며 빠른 템포 Animado로 서정적인 A

부분과 달리 역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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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1> Todo O Mundo Passa 민속선율100)

<악보 62> 마디 9-21: B부분

왼손의 스타카토는 오스티나토 패턴으로 곡의 리듬감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선율에 스타카토와 테누토가 붙어 곡의 활기를 더한다. 마디 14부터

같은 리듬이 반복 되면서 곡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마디 11에 나오는 점4

분음표에 붙은 테누토와 대조를 이루기 위해 오른손 스타카토는 강하고 날

카로운 톤을 구사한다. 이런 톤 구사를 위해서 조금 느린 속도로 손목과 팔

을 이용해 한음씩 끊어 보는 연습을 먼저 해 본 후 점차 빠르게 손가락의

끝부분을 이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마디 10-13은 오른손 선율을 먼저 레가

토로 연습하여 선율적 라인에 따른 손목의 움직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100) Lucas Jose Bretas,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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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카토로 칠 때는 손목의 스냅(snap)을 활용한다. 반면 마디 14에 나오는

리듬은 반복음으로 되어 있어 리듬의 정확성과 함께 손목을 고정시켜 짧은

스타카토를 구사한다. 왼손의 3화음은 세 음의 포지션을 정확히 잡고 건반에

동시에 튕겨 오르는 연습을 한다. 이런 연습을 통해서 좀 더 날렵한 스타카토

화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절정으로 치달았던 음악은 으뜸음이자 전조에

딸림음이기도 한 D음을 강조하며 프레이즈를 마무리 한다 .<악보 62참조>

빠른 스타카토로 연주해야 하는 선율은 좀 더 단계를 나눠서 연습하도록

한다. 천천히 연습하되 손가락과 팔의 이동 방향을 파악하였다면 논 레가

토로 음들을 조금씩 끊어서 연습하고 차츰 짧은 스타카토로 쳐보도록 한

다. ff로 스타카토를 빠르게 연주할 때는 손끝을 단단하게 하고 손목은 유

연하게 하되 손끝의 얇은 느낌으로 재빨리 타건해야 한다. 손목이 고정되거

나 뻣뻣해져서 거칠게 타건하지 않도록 손목과 팔은 이완하고 연주한다.

8) ‘보아라 뮬라토 소녀를’(Vamos ver A Mulatinha)

(1) 구성과 특징

이 곡은 전형적이 ABA 구조로서 A부분(마디 1-20)은 4/4박자 Pouco

andante로 시작하여 B부분 (마디 21-40)에서 2/2박자 Quasi animado로,

A'(마디41-51)에서 Tempo Ⅰ으로 끝난다. A와 B부분은 박자와 템포 뿐만

아니라 선율의 짜임새와 외형에서도 대조적인데 특히 약박에서 리듬을 강

조하는 반주 패턴은 특징적이다. A부분은 서정적인 오른손 선율 밑에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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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가 8분음표 음형(♪♪♪♪♪♪)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B

부분은 반복적인 리듬의 왼손 선율과 어우러져 오른손 반주는 쉼표가 강박

에 있는( ♫ ♩) 리듬이 선율에 경쾌함을 더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두 부분의 성격을 대조하기 위한 다른 음색과 터

치의 이해가 필요하다. B부분에서는 왼손멜로디가 오른손 약박에 오는 리

듬으로 인해 박이 흔들리지 않게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고정박에서의 강

박과 약박을 익히는 리듬감을 배우기에 좋은 예시곡이다.

<표 20> Vamos ver a Mulatinha 구성

마디 1-20 21-40 41-51

형식 A B A'

박자 4/4 2/2 4/4

조성 b단조 D장조 b단조

빠르기 Pouco andante Quasi animado Tempo Ⅰ

학습 포인트

당김음, 양손의 다른 움직임,

양손의 균등, 레가토 노래부르기

반주: 손목회전, 펼침화음, 약박에 오는 반주 리듬 패턴

(2) 교수학적 분석과 연습 방법

A부분은 오른손 멜로디에 왼손 반주 형태인 호모포닉 짜임새이다. 오른

손의 선율은 도약진행으로 시작하고 긴 음가의 당김음이 브라질 선율의 특

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른손 마디 1-2 모티브(♩♩♩♩♩ ♩)는 마디 3-4에서 리듬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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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사용되었고 당김음 리듬 패턴은 모양이 바뀌면서 계속

반복되어진다. 당김음을 표현할 때 주의할 것은 악센트가 아닌 음의 뉘앙

스를 부여해주는 강도 조절이다. <악보 63참조>

왼손은 단3도로 화음을 이루며 움직이다 마디 5에서 증4도로 변화되면서

마디 6-7에서 장 6도로 음역이 넓어져 선율 프레이즈에 정점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악보 63> 마디1-10: A부분

프레이즈는 4+6마디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A부분은 2분음표의 당김음

음가를 느끼며 한 프레이즈로 연주함이 바람직하다. 반주패턴에서 재미있

는 부분은 마디 9 프레이즈 마무리에서 앞부분 반주 패턴과 달리 오른손

멜로디와 6도 간격으로 왼손의 내성부 멜로디를 만들었다. 왼손은 화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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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역할의 펼침 화음이지만 이 마디는 오른손 선율과 앙상블로 노래 부르

며 rall.와 함께 종지의 느낌을 살리고 있다. 악보 상에는 아티큘레이션 표

시는 없지만 전체적인 곡의 성격으로 보아 A부분은 레가토로 연주할 것을

권한다. 레가토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악보에 표기된 손가락 번호를 숙지하

고 팔의 무게를 손끝으로 느끼며 건반 깊숙이 무게 이동하여야 한다. 왼손

의 펼침화음은 유연한 손목이 필요하며 오른손 선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발란스에 주의한다.

<악보 64> 마디 21-40: B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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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분은 b단조로 서정적인 멜로디를 노래한 A부분과 달리 D장조 조성

으로 경쾌하다. B부분 짜임새는 b(마디 21-28)-c(마디 29-32)-b(마디

33-36)-codetta(마디 37-40)로 나눌 수 있다. 왼손에 멜로디가 오고 오른손

이 반주형태를 하고 있으며 A부분에 나왔던 3도 간격의 반주가 B부분에서

는 3도 간격에 밀집화음 형태로 나타난다. 왼손의 동형진행 선율과 반주리

듬이 4마디 짧은 프레이즈를 구성하며 나타나고 있다. 유연하게 흐르는 A

와 달리 B부분은 쉼표로 인해 재미와 규칙적인 리듬감이 돋보인다. 따라서

B부분은 왼손을 중심으로 박을 느끼며 끝까지 연주하는 집중력이 요구된

다. 앞에서 짜임새를 나눈 것을 기준으로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마인

드 컨트롤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9) ‘작은 양, 큰 양’(Carneirinho, Carneirao)

(1) 구성과 특징

이 곡은 도돌이표가 들어간 ABAB형식으로 제목만 민속노래에서 차용했

다. 동요 가사는 다음과 같다101).

Carneirinho, carneirão, neirão, neirão, 작은 양, 큰 양, 네이렁, 네이렁

Olhai pro céu, olhai pro chão,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pro chão, pro chão. 땅을, 땅을.

Manda el-rei, nosso senhor, 이를 하늘로 보낸다, 우리 주님,

senhor, senhor, 주님, 주님,

Para todos se ajoelharem. 모두가 무릎꿇을 수 있게.

101) http://pedagogiaaopedaletra.com 2014년 10월 2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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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neirinho, carneirão,neirão, neirão, 작은 양, 큰 양, 네이렁, 네이렁

Olhai pro céu, olhai pro chão,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pro chão, pro chão. 땅을, 땅을.

Manda el-rei, nosso senhor, 이를 하늘로 보낸다, 우리 주님,

senhor, senhor, 주님, 주님,

Para todos se levantarem. 모두가 일어설 수 있게.

스케일과 같은 모티브와 빠른 부점 리듬, 음향적인 역할을 하는 2도의

연타음, 그리고 격정적인 분위기인 A와 달리 B는 뮤제트(musette)와 같은

서정적인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이다. 그러나 A와 B는 다른 모음곡과 달리

같은 조성으로 이루어졌으며 복조적인 요소가 있는 곡이다. 특히 페달 포인

트처럼 같은 음의 지속음이 계속 나옴으로 전체적으로 곡에 통일성을 갖도

록 하는 특징이 있다.

이 곡은 중급에서도 높은 수준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곡이다. 빠른 16분음

표가 포함된 다섯 손가락 스케일과 지속적인 반복음의 연타. 지속음이 포함

된 오스티나토적인 반주패턴과 그리고 갑작스런 리듬의 변화를 배울 수 있

는 좋은 레퍼토리이다. 무엇보다 양손의 균형과 손가락의 독립이 요구되며

일정한 박을 유지할 수 있는 조정 능력이 필요하다.

<표 21> Carneirinho, Carneirao 구성

마디 1-21 22-35 36-54 55-69

형식 A B A' B

박자 4/4 4/4 4/4 4/4

조성 e단조 G장조 e단조 G장조

빠르기
Pouco

apressado
Menos

Pouco
apressado

Menos

학습 포인트
다섯손가락 연습, 화음의 연속 연타음

지속음에 의한 성부의 균형, 부점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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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학적 분석과 특징

A부분(마디 1-21)은 처음부터 나오는 G장조의 D음의 반복은 이 곡의

조성으로 확립하고 동시에 곡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음악적 역할도 하고 있

다. 이 지속음은 오스티나토적인 리듬으로도 볼 수 있는데 타악기적인 느

낌을 주며 선율을 뒷받침하여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있다.

이 곡을 통해서 빌라 로보스 음악 세계를 느낄 수 있다.

<악보 65> 마디1-6: A부분

A부분 안에서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멜로디는 마디 1-11, 마디

12-21에서 오른손과 왼손이 교차되어 나타난다. 마디 21의 멜로디는 A부

분의 앞부분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리듬이지만 전반적으로 마디 3 왼손에

나오는 e단조의 스케일이 마디 12 오른손에서도 같은 조성 안에서 리듬변형

되어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고 있다. 마디 1-11은 같은 선율이 두 번 반복되

지만 마디 12-15는 리듬은 마디 16-20에서 리듬 변형과 마디 수 확대, 그리

고 반주의 리듬 변화로 곡의 재미를 더해주며 한층 고조된다. <악보 65, 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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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이 흥미로운 점은 조성의 모호성이다. 선법으로 보자면 6음을 강조

한 에올리안 선법이 보이는데 조성으로 보자면 처음에 시작하는 D음을 조

성을 확립해 주는 중요한 음으로 보아 G장조를 생각할 수 있으나 왼손에

서 나오는 스케일은 e단조의 스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A부분은 에올리

안 선법으로 보거나 또는 2도를 통해 G장조의 색깔을 입힌 e단조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연속적인 2도를 통해 인상주의 음향을 엿볼 수 있다.

이 곡은 제목처럼 A부분 왼손에서 연주되는 연속적인 16분음표가 양의

울음소리를 잘 표현하고 있다. <악보 65참조>

복조적인 요소로 이 곡을 살펴본다면 복조적인 요소는 A부분에 전반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오른손에 두음은 복조를 암시하는데 즉, 마디 1-2에서

부터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진 D음과 E음이 그것이다. 그리고 마디 15-19

오른손에서 e단조 스케일로 올라갔다 G장조로 하행하는 스케일에서도 찾

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조성적인 영향으로 장조와 단조의 색깔이 다 섞

인 오묘한 분위기와 음색을 만들어내며 빌라 로보스의 스타일을 잘 보여주

고 있다. <악보 66참조>

<악보 66> 마디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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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분의 아티큘레이션은 전반부에 C음과 후반부에 G음 몇 개의 악센트

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 악센트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조성을 암시하거

나 무미건조할 수 있는 음악에 재미를 더해주는 장식 역할을 한다.

기악적인 느낌인 A부분은 빠른 음형으로 인하여 대부분 빠른 템포로 연

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른 16분음표와 연속적인 연타음, 악센트 표현, 그

리고 32분음표로 바뀌는 리듬변화를 지킬 수 있는지를 고려하며 템포를 결

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잘 소화한다면 서정적인

B부분과의 분위기 전환과 A부분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보여 주기 위하여

악보에 기보된♩=104보다 빠른 템포도 가능하다.

A부분은 어느 한 손에만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손 모두 중요하다.

따라서 위에 설명되어진 곡의 구조를 이해하며 연습해야 한다. 특히 일정

한 박 안에서의 균일한 리듬이 중요한데 연주시에 16분음표가 순차하행하

면서 음들이 몰리거나 뭉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는 음의 진행

방향으로 손목을 움직이고 3번 손가락을 올려 건반에서 밀어본다면 손가락

이 건반에 붙어 음들이 뭉치는 현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빠른 16분

음표 후에 나오는 8분음표는 빨라질 수 있으니 왼손보다는 일정하게 나오

는 오른손 8분음표 리듬에 귀 기울여 연주함이 균일한 리듬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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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6에는 갑자기 달라지는 리듬으로 인해 박이 흔들릴 수 있는 까다

로운 부분이다. 연습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는 리듬

을 간단히 만들어 보는 것이다. 32분음표를 빼고 G장조 스케일이 하행하는

F-E-D-C-D-B를 기준으로 리듬을 단순하게 만들어 연습을 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왼손에 쉼표를 8분음표로 바꾸어 왼손 8분음표를 들으며 오른손

리듬을 익히게 하는 방법도 있다.<악보 67참조>

끝으로 이곡에 2도 반주는 독특한 음색을 내면서 분위기를 만드는데 중

요한 요소인데 오스티나토인 이 리듬은 간 반복음으로 손목 릴렉스가 필요

한 부분이다. 건반 가까이에서 2도 포지션으로 고정하여 손목반동을 이용

하여 연습해 본다. <악보 67참조>

<악보 67> 마디 16-19: F-E-D-C-D-B 하행하는 G장조 스케일

호모포닉 짜임새의 B부분(마디 22-35)은 못갖춘마디로서 점4분음표의 부

점리듬이 중심이 되어 두 마디씩 하행하는 동형진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

행하는 음들을 나열해 보면 D-C-B-A-G의 진행을 볼 수 있다. <악보 6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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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8에서 G음에 도착하여 다시 마디 29에서 G장조 스케일로 하행하는

구조가 보인다. 이를 통해 B부분은 A부분과 달리 확실한 조성을 보여 준다.

왼손부분은 베이스의 울림 안에서 내성부의 d음이 계속 등장하는데 일정

한 패턴은 곡의 분위기를 안정감 있게 끌어주고 있다. 베이스의 긴 음들은

레가토로 연결하고 내성인 테너는 가볍고 세심한 터치가 요구된다. 내성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d음은 A부분과 연결해주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조성

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작지만 일정한 리듬으로 규칙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때 주의 할 점은 마지막 네 번째 음이 8분음

표가 아닌 4분 음표처럼 처리 할 수 있으니 왼손은 성부를 따로 떼어 필히

연습해 보아야 한다. <악보 68참조>

<악보 68> 마디 21-29: B부분

마지막 음인 f#음은 계속되는 다음 마디에도 중요음 역할을 하고 있다가

마디 33-35를 보면 f#-f-e음으로 점차 해결되는 모습이다.



- 140 -

<악보 69> 마디 32-34: 오른손 f#-f-e음 진행

이것은 A부분의 e단조 스케일과 연관되어 있으며, 다음에 이어질 도돌이

표로 인한 반복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마디 29,

33, 34에 있는 악센트들은 조성을 알려주는 장치이므로 연결하지 말고 따

로 떼어 한음씩 또렷하고 강하게 쳐주어야 한다.

10) ‘카누가 뒤집히다.’(A Canoa Virou)

(1) 구성과 특징

이 곡은 각각 조성, 템포, 소재가 다른 ABA부분으로 이루어졌고 B부분

에는 작곡가에 의해 리듬이 변형된 민요가락이 포함되었다. 각 부분은 D

장조-G장조-D장조의 조성을 갖으며 다른 모음곡들과 비슷하게 조바꿈시

에는 공통화음을 통한 전조로 자연스럽고 매끈한 진행을 한다. 이 곡에는

양손이 다른 아티큘레이션, 당김음 리듬이 포함된 대위법적인 3성부, 악센

트와 붙임줄과 결합된 당김음, 3+3+2의 불규칙 리듬, 템포의 변화, 셈여림

의 대조들이 복합적으로 공존하여 교수학적으로 중요한 작품이다. 양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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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도 거의 대등하며 템포의 변화와 표현기호로 인해 박 안에서의 리듬의

유연성과 손가락 독립이 필요하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102)

A canoa virou, 카누가 뒤집혔어,

Fui deixar ela virar, 그냥 뒤집힌채 놔뒀어.

Foi por causa de fulana (nome da criança) 풀라나 때문이였지.

Que não soube remar. 노젓는 법을 모르는.

Siriri pra cá, siriri pra lá 시리리 이리와, 시리리 저리가.

Fulana é velha E quer se casar 풀라나는 늙었고 결혼하길 원해.

Siriri pra cá, siriri pra lá 시리리 이리와, 시리리 저리가.

Fulana é velha E quer se casar 풀라나는 늙었고 결혼하길 원해.

Se eu fosse um peixinho E soubesse nadar, 내가 만약 물고기였다면

그리고 수영을 할 줄 알았다면,

Eu tirava fulano (nome da criança) 풀라노를 저 깊은 바다로

Do fundo do mar. 데려갔을텐데.

Siriri pra cá, siriri pra lá 시리리 이리와, 시리리 저리가.

Fulana é velha E quer se casar 풀라나는 늙었고 결혼하길 원해.

Siriri pra cá, siriri pra lá 시리리 이리와, 시리리 저리가.

Fulana é velha E quer se casar 풀라나는 늙었고 결혼하길 원해.

<표 22> A Canoa Virou 구성

마디 1-16 17-32 33-48

형식 A B A

박자 3/4 2/4 3/4

조성 D장조 G장조 D장조

빠르기 Andantino Moderato Andantino

학습 포인트

양손이 다른 아티큘레이션, 성부별 연주, 악센트로 인한 당김음,

연속적인 당김음, 하바네라 리듬과 아프로 브라질리언 리듬 변형,

3+3+2의 불규칙 리듬, 대위법적인 3성부(복잡한 짜임새)

102) http://pedagogiaaopedaletra.com 2014년 10월 2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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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학적 분석과 연습방법

A(마디 1-16)부분을 살펴보면 마디 1-2는 화성음으로 구성되어 리듬만

제시하고 있는 전주역할을 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여기에 나오는 e#음은 D

장조의 Ⅴ화음의 5음이 반음 올라간 음으로 증화음을 만들고, 약박의 멜로

디에 테누토로 표현하여 좀 더 강조된 소리를 내게 된다.

시작부분에서 왼손의 붙임줄로 인해 당김음 효과가 생기고 이로 인해 규

칙적인 박을 깨뜨려 절뚝거리는 모양을 만들어 주고 있다. 제목처럼 흔들

리는 보트의 모습을 연상케 하여 재미를 더해준다. 짧은 두 마디지만 섬세

한 아티큘레이션과 리듬의 유연성, 그리고 표현력을 요구한다. 템포가

Andantino이기도 하지만 이런 음악요소들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

유로운 템포로 연주해야 할 것이다. <악보 70 참조>

<악보 70> 마디 1-4: A부분

마디 3-4에서는 왼손이 cantando103)로 선율을 노래하고 마디 4의 첫음은

Ⅰ화음의 7음으로서 강박에 액센트와 함께 나옴으로 역시 7음을 강조한 선

103) 노래 부른, 노래로 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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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 진행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마디 4의 첫 음 C를 정점으로 하여 방

향성을 갖고 노래 불러주어야 한다. 특히 악센트로 인해 노래가 끊어질 수

있는데 방향성을 가지고 아치형 선율선을 만들어본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마디 4의 오른손은 당김음 리듬으로서 3도겹음과 스타카토와 테누토로

선율을 꾸며주고 있다. 이 곳은 연주시 서로 다른 리듬과 아티큘레이션 표

현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이 마디만 따로 떼어 내어 아주 느린 속도로 양

손을 주의 깊게 듣고 동작을 취해보는 연습이 필요한 곳이다. 왼손 중심으

로 연주하되 왼손은 건반 깊숙이 팔의 무게를 느끼고 오른손은 가벼운 터

치로 단선율 왼손과 대조를 이루며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 <악보 70참조>

<악보 71> 마디 5-8: 양손이 다른 아티큘레이션

마디 5와 8에 오른손 3도 겹음은 프레이즈를 연결하는 역할로서 앞마디

의 음의 성질과 다르게 레가토와 유연한 리듬으로 crescendo 표현을 한다.

마디 9부터는 D장조의 나란한조인 b단조로 조바꿈 된다. 마디 9-10은

조성이 모호하게 진행되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방향을 잃어버린 배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마디 11에서 베이스가 b-a♯-b음으로 움직이며 목

적지가 확실치 않는 진행을 만들어주다 마디 12-13은 b단조의 ⅰ으로 진

행하다 D장조의 Ⅴ화음을 확실시하여 마디 14-16의 rall.와 함께 조성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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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다. <악보 71참조> 이는 의문이 풀려 답을 얻는 듯한 음악적 뉘앙스

를 만들어주며 프레이즈의 마무리가 형성된다. 따라서 마디 12 왼손 둘째

박에 D-C♯-B-A♯-A로 순차하행하는 음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특히

마디 14 D장조로 가기 전 딸림음인 A음은 프레이즈 마무리 역할 음이므로

테누토 표현과 옥타브를 끊고 호홉하여 다음 마디 14로 연결하도록 한다.

자연스러운 음악 흐름을 위해 오른손 선율뿐만 아니라 왼손 선율을 테누토

뉘앙스로 노래 불러봄이 좋을 것이다. 마디 14-15에서 D 장조로 마무리

한 뒤 G장조로의 조바꿈이 이루어진다.

마디 11-14는 아고긱(agogic)104)이 많이 사용된다. 짧은 마디 안에 rall,

moderado, rall., Andantino가 표현되어지는데 moderado 템포는 마디 12에

오른손 부점 리듬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다. 또한 스토리를 갖고 음에 의미

를 부여하면 좀 더 재미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악보 72> 마디 9-16: 아고긱

104) 음악연주에서 템포에 의한 속도법을 의미한다. 연주할 때, 템포에 미묘한 변화를 붙여서 다채롭

고 풍부하게 표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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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분은(마디 17-32) 윗성부에 민속노래 선율이 리듬 변형 되어 등장하

는 3성부로 이루어졌다. <악보 73, 74참조>

<악보 73> A Canoa Virou 민속선율105)

마디 17-24는 왼손 베이스와 내성부가 같은 리듬으로 윗성부에 아프로-

브라질리언과 하바네라 리듬이 혼합된 당김음 리듬인 민속 선율에 집중하

였다. 이에 반하여 마디 25-32는 베이스와 윗성부가 붙임줄로 연결된 하바

네라 리듬으로 변형되었으며 내성부가 16분의 짧은 리듬과 윗선율의 악센

트로 더욱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f-pp-mf-p으로 변화무쌍하게

셈여림이 바뀌고 4성부로 확대되어 화려한 음색이 연주되고 극적인 클라이

막스를 표현한다. <악보 74, 75참조>

<악보 74> 마디17-20: B부분, 민속 선율이 포함된 3성부

105) Lucas Jose Bretas,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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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5> 마디 25-30: 하바네라 리듬 변형

마디 31-32에서 자연스러운 전조를 위해 오른손 선율은 반진행으로 내

려오고 내성부는 D음을 지속음으로 나타내면서 D장조로 전조되면 A'로

진행된다.

<악보 76> 마디 31-32: 오른손 선율 반진행

B부분에서 주의할 점은 마디 17에서 마디 25에 진행시 내성부의 리듬

이 8분음표에서 16분음표로 변화면서 템포가 빨라질 수 있다. 따라서 마디

17-32는 단순하고 규칙적인 내성부 리듬만 떼어내서 연습해 본다. 처음 연

습시에는 메트로놈 사용도 좋다. 이를 통해 일정한 박을 익힐 수 있다. 익

숙해지면 내성부 리듬에 다른 성부들을 붙여 연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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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어려운 부분은 마디17-24이다. 양손이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며

오른손은 두 가지 리듬을 연주해야 하는데 윗성부가 당김음 리듬이라 더욱

어렵다. 탑성부와 왼손 베이스만 혹은 오른손 내성과 왼손만 떼어 연습한

다. 또한 마디와 마디 사이에 멈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작점을 둘째 박부

터 연습해본다. 내성부의 8분음표 리듬패턴의 공통점을 찾아 그룹핑 하는

연습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선율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느린 속도

로 연습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성부 나누기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C부분은 A부분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다.

11) ‘숲을 품은 거리에서’ (Nesta Rua Tem Um Bosque)

(1) 구성과 특징

악보의 ‘com melancolia’106)라는 지시어에도 알 수 있듯이 애수어린 정서

가 두드러지는 곡이다. 반음계가 포함된 순차진행 오스티나토 반주와 서정

적인 선율은 브라질 특유의 모딘아 선율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민요

<Modinha do Capadocio>에서 이 가락과 유사한 선율을 발견 할 수 있다.

‘Capadocio’는 브라질 북동쪽지역의 이름인데 이 지역의 특별한 스케일

패턴107)위에 기초하여 이 곡은 작곡되었다. 108)

형식은 ABA'이다. A는 악기 소리와 어우러져 있는 노래선율을, B는 춤

106) 우울하게

107) 7도 내려간 스케일 패턴, <악보 79참조>

108) Lucas Jose Bretas,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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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의 캐릭터를 닮았다. A'에서는 A의 후렴 멜로디만 반복되는 짧은 구조

를 볼 수 있으며, 7음의 내려간 단조 스케일과 병행 화음, 그리고 페달 포

인트 베이스에 악센트가 첨부된 당김음 리듬이 브라질의 민속음악 색깔을

느끼게 해준다. 연주시 A부분에서는 오른손은 레가토로 노래 부르고 왼손

은 오스티나토 베이스와 붙임줄이 있는 내성부를 주의깊게 들어야 한다.

B부분은 악센트와 함께 정확한 당김음 리듬에 주의하여야 한다. 무엇보

다 감성적 표현이 요구되는 곡이다.

동요가사는 다음과 같다.109)

Esta rua, esta rua tem um bosque, 거리, 이 길에는 숲이 하나 있어,

que se chama, que se chama Solidão. 고독이라고 불리는, 불리는

Dentro dele, dentro dele mora um anjo, 그 안에는, 그 안에는 천사가

살아,

que roubou, que roubou meu coração. 내 마음을 훔쳐간, 훔쳐간

Se roubei, se roubei teu coração, 빼앗겼어, 너의 마음을 빼앗겼어,

é porque tu roubaste o meu também. 너도 내것을 훔쳐갔기 때문이지.

Se roubei, se roubei teu coração, 빼앗겼어, 너의 마음을 빼앗겼어,

é porque, é porque te quero bem. 널 너무 원하기 때문이지.

Se esta rua, se esta rua fosse minha, 이 숲이, 이 숲이 내것이라면,

나는 줄거야,

Eu mandava, eu mandava ladriar, 나는 ladriar에게 줄거야

Com pedrinhas, com pedrinhas de brilhante, 조약돌로, 빛나는 조약돌로,

Para o meu, para o meu amor passar. 나의 사랑이 전해지기 위해.

109) http://pedagogiaaopedaletra.com 2014년 10월 2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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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Nesta rua tem um bosque 구성

마디 1-26 27-54 55-73

형식 A B A'

박자 2/2 2/4 2/2

조성 d단조 A장조 d단조

빠르기 Moderato Mais movido a tempoⅠ

학습 포인트

melancolia 음악적 표현, 선율 노래 부르기

프레이즈 안에 클라이막스 표현

지속음을 가진 다섯손가락 연습, 3도 겹음

악센트가 있는 당김음

섬세한 셈여림 표현

(2) 교수학적 분석과 연습방안

d단조 시작하는 A부분(마디 1-26)은 마디 6부터 주요 멜로디가 시작된

다고 볼 수 있어 도입부 5마디는 악기 반주소리라 볼 수 있겠다.

마디 1-5에 나오는 오른손은 모두 완전 4도 음정으로 돼 있으며 병행하

여 진행한다. 마디 2부터 나오는 앞짧음 꾸밈음 역시 8도 음정으로 되어

있어서 4도와 8도의 병행진행이 두드러진다.

<악보 77> 마디 1-5: A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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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에 나오는 반음계적 순차진행과 G도리안 선법의 느낌은 오른손과

대비되어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어낸다. 특히 마디 5의 도입부는 이 곡 말

미에도 사용하여 곡의 분위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었다.

왼손의 윗성부에 테누토가 표시된 c음을 살펴보면 d단조의 단조음계에서

7음인 c음이 반음을 올린 음이 아닌 c음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다. 이 c음

은 테누토와 함께 붙임줄을 사용하여 당김음을 이루면서 강조하는 음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d단조의 단조음계에서 7음을 반음 올리지 않고 제자리

음으로 사용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으로서 브라질 음악의 특징이며

곡의 캐릭터를 뚜렷이 해주는 재료가 된다.

A부분은 2/2박자로 내성부가 8분음표지만 처음 5마디의 오른손 선율과

베이스의 2분음표가 박의 기준이 되도록 지도한다. 연습 방법으로는 내성

을 빼고 왼손 베이스와 오른손 윗성부만을 뽑아 몸을 시계의 자명종처럼

좌우로 움직이며 2박을 기준으로 움직여보게 한다. 충분히 몸으로 느꼈으

면 안에 내성부만 뽑아 붙임줄을 느끼면서 연습하는데 하행하는 반음계의

좁은 음역이 멜랑콜리(melancolia)한 느낌을 주도록 음 한음 한음씩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악보 77, 78참조>

<악보 78> 마디 6-10: 베이스의 2분음표와 오른손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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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6부터 민요선율을 차용한 오른손 선율이 못갖춘 마디로 노래 불러

지는데 특징으로는 노래 시작에 도약진행과 프레이즈 끝을 긴 음가로 하거

나 악센트로 마무리함을 볼 수 있다. 이런 도약 진행은 음악에 긴장감을

주며, 이에 반해 긴 음가는 긴장감을 해소하는 이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악보 79> 민요선율 Modinha do Capadocio110)

프레이즈 구분은 긴 음가와 비슷한 리듬패턴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마디 6에 두 번째 박에서 시작하는 선율 프레이즈를 시작으로 4마디, 4마

디, 8마디로 구분할 수 있다. 마디 6부터 선율선이 상승하는 구조로서 마디

15에서 crescendo 하면서 오른손 선율에 가장 높은 음 a로부터 g-f♯-e♭

-d로 차례로 내려오며 증 2도 음정을 만들면서 곡의 클라이막스를 나타낸

다. <악보 80참조> 마디 17에 오른손 b음의 긴 음가와 마디 18에 왼손 b

음 악센트를 강조하며 rall.의 표현과 함께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며 클라이

막스 정점을 표현한다. 연주시 마디 15에서 마디 18까지 하행하는 선율선

이지만 crescendo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

마디 19에서 a tempo 와 dim. 표현과 함께 긴장감을 해소하는 긴 선율

110) Lucas Jose Bretas,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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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보여주고 있다. 마디 19-20에 와서 오른손과 왼손 선율 약박에 c#음

을 사용하여 확연한 d단조의 화성단음계 느낌을 갖게 하며 A부분은 종지

하게 된다. 전체적인 셈여림은 P로서 서정적인 멜로디와 함께 애수적이며

음울한 느낌을 더해주고 있다.

<악보 80> 마디 14-21: A부분 클라이막스

B부분(마디 27-54)은 A부분과 달리 보다 빠른 템포와 악센트가 있는 당김

음 리듬, 그리고 짧은 모티브의 반복 패턴으로 생기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마디 27-34에서 오른손은 병행3도에 규칙적인 8분음표 리듬의 반복패턴

이며 왼손에서는 당김음 부점 리듬이 나오는데 연주시 왼손에 강한 어택으

로 악센트와 리듬을 강조하며 오른손의 단순한 리듬에 재미를 더해주고 있

다. 따라서 왼손에 악센트로 표현되는 당김음 음들은 주의 깊게 들어야 하

며 마지막 음은 앞에 음들과 확연히 떼어 악센트 표현에 유의한다.

왼손 당김음 리듬은 두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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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1> 마디 27-34: B부분

마디 27-34에 왼손 리듬은 붙임줄로 연결되어 까다롭게 생각할 수 있다.

붙임줄을 떼어 내고 쪼개어서 두 번째 박에 있는 리듬을 먼저 익히게 한

다음 오른손과 같이 연습을 한다. 독보가 단순화 되어 리듬이 어렵게 보이

지 않을 것이다. 또한 건반이 아닌 건반 뚜껑에서 리듬치기를 하거나 두번

째 박에 리듬을 발 리듬으로 해본다면 더욱 정확하게 리듬을 익힐 수 있다.

마디 35에서는 오른손은 오스티나토 반주형태고 왼손은 앞부분 오른손에

나온 단3도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음정 안에서 노래 불러지는데 두 음씩

묶어 볼때 반음 관계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이때 나오는 왼손의 아랫성

부는 그 진행과는 무관하게 선율적으로 이동하며 수직적으로 불협화음과

협화음을 번갈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화성진행과 다이나믹은 음악을 좀

더 모호하게 만들며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을 불러온다. 맨 아래

베이스 성부만 따로 떼어 들어본다. <악보 8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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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2> 마디 35-41: 오른손 오스티나토 반주와 왼손 선율

마디 43-54는 앞부분의 반복인데 흥미로운 점은 아래의 악보에 표시된 부

분 감7화음이다, <악보 83참조> 감7화음은 두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째는

이 모음곡 안에서도 자주 볼 수 있듯이 약박에 잠깐 지나가는 감7화음에

sfz를 사용하여 재미를 준 것이며, 둘째는 A장조 이끈음으로서 으뜸음을 더

욱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화음은 앞과 연결하지 않고 분리

하여 강조하여야 한다. 마디 54에서는 다시 A부분이 반복되어 d 단조로 조

바꿈이 이루어지는데, d 단조의 Ⅴ화음을 사용하여 공통화음 전조를 이룬다.

<악보 83> 마디 49-53: 감7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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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A와 비슷한 구조로서 마지막 4마디만을 살펴보면 rall., poco a

poco pp. 표시를 볼 수 있다. 여리지만 점점 더 여리게를 강조하는 작곡가

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곡은 페달 표시는 없지만 베이스가 페달의

역할을 하므로 음가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섬세한 pp. 표

현과 음색을 만들기 위하여 소프트 페달이나 댐퍼 페달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

12) ‘그녀의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가’(Lindos Oihos Que

Ella Tem)

(1) 구성과 특징

이 곡은 모음곡의 마지막 곡으로 Muito Lento라는 빠르기말처럼 가장

느리고 우울한 곡이다 지속적으로 울려 퍼지는 단6도와 장6도의 음정들과

계류음과 선행음들에 의해서 음악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움과 슬픔을 가중

시킨다. 이 곡은 올림 f단조와 A장조로 이루어진 ABA 형식으로 선명하게

조성적이다.

A부분 특징은 세 성부가 각기 다른 리듬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으로

서 멜로디가 내성부에 배치된 짜임새를 만들어낸다. 반면 B부분은 왼손에

빠른 16분음표의 스타카토 리듬과 오른손에 악센트의 부점리듬이 대조적이

다. B부분은 민요가락이 인용되었다.

이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짜임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주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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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들어야 하며 붙임줄로 인한 당김음을 음악적 뉘앙스로 표현할 수 있

어야 한다. 빠른 스타카토 스케일과 복잡하게 어울려진 세 성부를 나타냄

이 어려운 점인데 리듬의 유연성과 음악적 표현력, 그리고 깊은 레가토 터

치와 강한 손끝이 요구된다. 모음곡 중에 난이도가 높은 곡이다.

<표 24> Lindos Oihos que ella tem 구성

마디 1-18 19-27 28-46

형식 A B A'

박자 4/4 4/4 4/4

빠르기 Muito Lento Mais movido Muito Lento

조성 f♯단조 A장조 f♯단조

학습 포인트

복잡한 짜임새, 성부내기, 성부의 균형

강약의 농도, 스타카토 스케일, 오스티나토 당김음

양손의 다른 아티큘레이션 , pp 셈여림

(2) 교수학적 분석과 연습방법

A부분은 4/4박자의 Muito Lento이며 여러개의 선율이 동시에 연주되는

복잡한 짜임새와 두터운 화음으로 이루어져 느리게 연주하여야 한다.

Muito의 “매우” 라는 이 뜻이 이 곡에 우울하고 애수적인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외형을 보면 세 성부가 각기 다른 리듬으로 톱니바퀴처럼 서로 얽히

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악보 83참조>

왼손은 f#의 지속음을 가지고 오스티나토 리듬으로 반복되고 있고, 부점리

듬으로 움직이는 주요 멜로디는 약박에 악센트를 주어 당김음으로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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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도입부에 나오는 오른손의 2분음표인 a-b음의 6화

음은 왼손에서도 역시 윗성부의 주요화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음들은 A

부분 전체에 걸쳐 오스티나토로 계속되는 반복을 보이며 진행하게 된다.

<악보 84> 마디 1-8: A부분

양손에서 두 화음이 엇갈리게 나오며 강조되는데 무엇보다 음색과 발란

스에 주의를 기울려 연주한다. 내성부에 배치된 멜로디 음은 f단조 화성단

음계로 구성되었다. 이 음들은 마디 10에서 7도가 내려간 E음을 기준으로

점차 cresc.로 연주되며 3도씩 하행하고, 2도씩 상행하는 멜로디는 A부분

의 클라이막스를 만들어낸다. 마디 14부터는 멜로디가 dim.되면서 반음계

씩 하행하여 B부분과의 연결을 하게 된다. 연주시 하행하는 선율이지만

crescendo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악보 8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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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5> 마디 10-17: 왼손의 f# 지속음과 6도 화음, 오른손 악센트 선율

정확한 리듬과 음가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이 곡을 8분음표를 한박으로

쪼개기 연습이 필요하다. 리듬이 익숙해지면 원래의 박자인 4분음표를 한

박으로 연습한다. 또한 붙임줄을 없애서 리듬을 쳐보거나 성부를 나눠 연

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느린 속도와 함께 다이나믹은 p에서 pp로

의 여린 소리로 연주되는데, 이것은 마디 4부터 나오는 주요 멜로디의 악

센트가 더욱 잘 드러나게 되는 효과를 내게 된다. 안개 속에서 보이는 불

빛처럼 6도의 화음들은 음색이며, 악센트 음들은 선율선이다. 따라서 이 곳

은 톤 표현에 주의해야 하며 각 성부간의 충분한 울림을 통한 인상주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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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함께 조화로운 소리를 내도록 한다. 성부 간의 균형감 있는 연주를

위해서는 무게를 잘 분배하여 팔과 손가락의 조정력을 가지고 연주해야 한

다. 각 성부들의 강약 조절뿐만 아니라, 각 성부들 간의 울림이 음악적 문맥

안에서 조화롭게 들리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연습해야 한다.

<악보 86> 마디 18-20: B부분

B부분(마디 18-26)은 장조로의 조성의 변화와 리듬의 변화 등이 A부분

과는 강한 대조를 보이며 진행한다. 스타카토의 16분음표의 반주 안에서

오른손의 점 리듬과 지속적인 악센트를 사용하여 힘찬 분위기를 만들어 나

간다. 이 때 왼손의 스타카토 음들은 방향성이 있는 선율적인 음들로 먼저

인식해야하고 레가토로 먼저 연습할 것을 권장한다. 왼손의 방향성을 알기

위해 가장 낮은음과 높은 음을 찾아 악보에 표시하여 보는 등 움직임이 있

는 스타카토를 만들어 본다. 오른손의 악센트 표현을 위해서 한음 씩 분리

하여 손목이완과 함께 건반에 떨어뜨려 보거나, 붙임줄로 묶여 강조되는

음을 칠 때는 앞에 음과 분리하고 건반에 강한 어택을 하는 연습들이 필요

하다. 템포는 Mais movido지만 악센트와 테누토가 있는 부점 리듬을 살릴

수 있는 템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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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7> 마디43-45 : A'부분

A'부분의 마지막 3마디를 살펴보면 왼손 베이스는 5도음정에서 단선율로

바뀌어 점차 사라지는 것처럼 얇아지며 으뜸음과 딸림음을 반복하며 마무리

하고 있다. 오른손은 딸림음인 C음을 강조하며 마무리함을 알 수 있는데 여

기서는 확실히 나타내야 할 음과 배경음을 분리하여 음색의 차이를 확연히

만들어야 한다. C음은 강하게 떨어뜨리고 오른손 윗 성부는 건반을 쓰다듬

듯이 만진다. 이를 위해 손목의 유연성과 섬세한 귀가 필요하다. 마지막 화

음에 6음을 첨가하여 불협화음을 만들어 긴 여운과 함께 묘한 음색을 만들

고 으뜸화음으로 해결하여 longa라는 말처럼 음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듣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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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 명의 마리아(As Tres Marias)

빌라 로보스는 1939년 에드가 바레즈(Edgar Varese, 1883-1965)로부터

짧은 작품을 쓸 것을 의뢰받고 당시 브라질의 어린아이들이 관심을 많이

두었던 별자리들, 그 중에서도 오리온 별자리로부터 영감을 얻어 이 모음

곡을 썼다. 빌라 로보스는 악보 서문에 피아노를 위한 세 곡의 작품은 순

전히 브라질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에 연관된 것이라고 썼다.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111)

“옛날 브라질의 시골에 세 명의 마리아(As Three Maries of Earth)로 불

리던 세 사람의 작은 소녀가 있었다. 그들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친한 친구

들이었고 어디에나 늘 같이 다니면서 즐거움을 나눴다. 함께여서 늘 행복했

던 이 소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인생의 길들을 여행하였다. 죽은 후

에도 이 세 친구는 별이 되어 인류 통합의 영원한 상징이 되었고, 그들은

지구의 다른 아이들을 위해 길을 비춰주는 천국의 별들로 봉사하였다.”

이 짧지만 흥미로운 모음곡은 1959년 출판되었다. 각 번호에는 ‘알니타

크’(Alnitah), ‘알니람’(Alnilam), ‘민티카’(Mintika)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

데 각각의 제목은 별자리 중 하나인 오리온자리를 구성하는 세 개의 별의

명칭이다. 통상 오리온자리는 그리스 신화의 용사 오리온을 상징하며, 3개

111) www.villalobos.ca/as-tres-marias 2012년 1월 2일. 접속

영어 원본은 아래와 같다.

Once there were three little girls, "The Three Maries of Earth" who romped and played in
the countryside of Brazil They were always gay and the best of friends. Similingly they
traveled all the paths of life together. That this trinity might serve as a perpetual symbol of
the union of humanity, Destinty has preserved them as eternal stars in the heavens to
illuminate the path for the other children of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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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별은 ‘용사의 띠’에 해당하고, 그리스 언어로는δ(델타), ε(엡실론), ζ(지

타)이다. 이 이름은 세 명의 동방박사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세 명의 Mary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들을 뜻한다.

<세 명의 마리아>는 빌라 로보스 작품의 특징인 브라질 민속적인 선율과

선법 사용, 악센트가 포함된 당김음, 반복 패턴 등 브라질 음악의 특징과

피아노 악기의 색채감이 잘 나타나는 곡이다. 또한 제목과 연관하여 양손

이 모두 높은음자리표로 이루어졌으며 학습자에게 상상력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에 좋은 레퍼토리곡이다.

<표 25> As Tres Marias 구성

원제 영어 제목 한글 제목 난이도

1곡 Alnitah Alnitah 알니타크 7

2곡 Alnilam Alnilam 알니람 6

3곡 Minitika Minitika 민티카 8

1) ‘알니타크’(Alnitah)

(1) 구성과 특징

<세 명의 마리아> 중 첫 번째 작품인 ‘알니타크’는 오리온자리에 있는

별로 지구에서 800광년 떨어져 있다. 바이어 명명법에 의거하여 오리온자

리 제타(Zeta)로 읽기도 한다. 아랍어로는 ‘허리띠’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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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연관하여 소녀로 생각하는 것이 어울리겠다. 2/4박자 안에서 반복

되는 리듬형과 민속적인 선율이 어우러져 브라질 특유의 전통적인 색채감

을 느끼게 해준다. Vivace의 빠른 템포와 양손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16분

음표의 짧은 리듬을 중심으로 곡이 발전하고 있다. 못갖춘마디로 시작하는

‘알니타크’는 72마디로 되어있으며, 리듬과 선율에 의해 3부형식 A-B-A´으

로 나뉘어진다. 흥미로운 것은 A의 끊임없는 16분음표의 리듬형이 B의 소

재로도 사용되어 곡 전체에 통일성을 주고 있다.

이 곡은 sfz.가 포함된 화려한 무궁동 스타일과 불규칙한 길이에 프레이

즈가 특징이며 당김음 리듬 패턴과 변형된 로크리안 선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중급 Level 7에 해당된다.

<표 26> Alnitah 구성

마디 1-14 15-47 48-72

형식 A B A'

박자 2/4 2/4 2/4

조성 C장조 C장조 C장조

빠르기 Vivace Vivace Vivace

학습 포인트

빠른 손가락, 양손의 균형, 유연한 손목, 양손의 교차,

아티큘레이션이 포함된 당김음 패턴, 로크리안 선법,

악센트로 인한 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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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학적 분석과 연습 방안

A부분(마디 1-14)은 스포르찬도(sfz)와 디미누엔도(>)의 음악적 표현과

함께 연속적인 빠른 음형으로 시작된다. 주목할 것은 리듬의 강세 변화인

데, 스포르찬도와 디미누엔도 사용으로 강박과 약박이 바뀌는 듯 착각을

유발하는 패턴이 쓰였다. <악보87참조>

이는 갖춘마디 음악처럼 들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주시

마디 1의 첫음의 박을 느끼거나 마디 4, 마디 9의 첫박을 느껴주어 박이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선율의 윤곽선과 음정관계,

그리고 손가락 번호가 정확한 대칭적 구조로서 양손을 화음으로 묶어 연습

하면 독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양손의 균형을 위해 양손에 다른 셈여림으

로 연습해 보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것이다.

A와 A'부분는 빠른 손가락과 양손의 균형, 그리고 유연한 손목을 필요

로 한다. 또한 대칭적 신체 움직임을 배울 수 있다.

<악보 88> 마디 1-3: A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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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분(마디 15-47)은 C장조 으뜸화음 화성반주가 A와 연결하여 끊임없

이 16분음표의 리듬형으로 계속 지속되고, 교회 선법 멜로디가 교묘하게

어울러져 A와 대조를 이룬다. 멜로디는 양손에서 교대로, 하바네라 리듬과

아프로-브라질리언 리듬이 합쳐진 변형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세히 살펴

보면 마디 16마디에 나오는 리듬( )은 B부분 전체에서 반복 또는

변형되어 나타난다. 마디 15-16 오른손에서 나타난 선율리듬이 마디 25-26

왼손으로 옮겨져 같은 리듬형을 반복하고 있다.

<악보 89> 마디 15-16: B부분 오른손 아프로-브라질리언 리듬

<악보 90> 마디 25-28: B부분 왼손 아프로-브라질리언 리듬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마디 15-19에 사용된 선율은 로크리안 선법을 사

용한 것으로서 오른손 선율에서 쓰인 음들을 음계로 나타내면 D음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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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로크리안 선법으로 볼 수 있다. <악보 91 참조>

B부분의 주제 선율은 룬두 라는 민속선율에서 인용한 것이라 할 수 있

는데 악센트로 인하여 강박과 약박이 바뀌는 듯 착각을 유발하는 패턴이

쓰였다. 그리고 2박 계열이 악센트로 인하여 3박처럼 느껴지는 박의 혼란

을 야기 시킨다. <악보 91참조>

<악보 91> 마디 15-19: 변형된 로크리안 선법

a: B부분의 주제 선율

b: 변형된 로크리안 선법

연주시 스타카토와 슬러로 선율을 꾸며준 연속적인 당김음 리듬과 옥타

브 도약을 하며 악센트를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좁은 음역에서의

손의 교차로 리듬이 흔들릴 수 있는데 일정한 박 유지와 세심함이 요구된

다. 손에 교차를 원활하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양손에 부딪침을 최대한 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화성반주는 최대한 건반 밑으로 내려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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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센트가 있는 음을 시작음으로 3음씩 묶어 생각하여 강 약 약 강세로 1,

2, 3이라고 부르고 연습한다면 용이하게 생각될 것이다. <악보 91참조>

프레이즈 구조는 독특한데 마디 14-23, 마디 24-29, 마디 30-37 프레이

즈로 불규칙하게 나눌 수 있다. 이는 주제 선율이 나오는 지점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프레이즈 안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주제선율은 f로, 양손이 모

두 16분음표 음형이 나오는 마디는 p로 다이나믹을 표현한다는 점이다. 따

라서 양손 발란스를 위해 선율 멜로디가 지나가는 방향인 손과 팔 위치로

몸을 살짝 기울어 f로 내고 화성반주는 건반을 살짝 건드리는 느낌으로 p

로 표현한다. 그리고 프레이즈 시작과 끝은 다이나믹 표현과 프레이즈 구

분을 위해 숨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B부분은 주제 선율의 당김음과 아티쿨레이션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8분음표를 한박으로 쪼개서 느리게 연습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2) ‘알니람’(Alnilam)

(1) 구성과 특징

‘알니람’은 오리온 자리에 있는 별로서, 밤하늘에서 서른 번째로 밝은 별

이다. 바이오 명명법에 의거하여 오리온자리 엡실론(Epsilon Orionis)으로

읽기도 한다. Allegretto의 빠르기로 4/4박자로 연주 되는 이 곡은 서정적

인 A와 생동감이 있는 B가 대조를 이루는 전형적인 ABA 구조를 보여주

고 있다. 화성감이 풍부한 이 곡은 G 페달 포인트와 연속적인 3도 진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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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색채감을 표현되었으며 선율을 꾸며주는 아르페지오와 악센트가 특징적

이다. 3도로 구성된 선율의 순차진행은 브라질의 전형적인 선율의 모습이

다. 브라질의 민속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인상주의 색채감도 들어있는 곡이

다. 중급 Lavel 6에 해당된다.

<표 27> Alnilam 구성

마디 1-16 17-32 33-44

형식 A B A'

박자 4/4 4/4 4/4

조성 G장조 G장조 G장조

빠르기 Allegretto piu mosso Tempo Ⅰ, Meno

학습 포인트
양손의 3도 병진행, 선율에 장식음, 페달 포인트

꾸밈음 아르페지오, 셈여림의 대조, 반음계 스타카토

(2) 교수학적 분석과 연습방법

이곡은 ‘알니타크’와 ‘민티카’와 달리 일정한 템포가 아니라 A부분인

Allegretto에서 B부분인 Piu mosso의 템포 변화로 한 곡 안에서 곡 분위

기가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A(마디 1-16)에서는 왼손의 3도 화음 진행과 오른손 선율의 장식음 그리고

8마디 반복되는 프레이즈가 mf와 pp 셈여림으로 달리 표현됨을 찾을 수 있다.

G장조의 으뜸화음 페달 포인트가 특징인 A부분(마디 1-16)과 A´부분(마

디 33-44)은 오른손의 3도 화음으로 멜로디가 연주되고, 왼손 또한 3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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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순차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G화음 페달 포인트는 뚜렷한 조성

역할 뿐만 아니라 음색을 표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단단한 손끝

과 팔의 무게를 이용하여 좋은 울림이 나오게 한다.

동형진행 되는 오른손과 달리 왼손의 순차진행은 서로의 움직임이 달라

연주시 불편함이 따른다. 왼손 병행 3도화음의 방향성을 생각하며 연주하

도록 하는데 G장조 하행음계와 상행음계를 중심으로 끊어서 연습해 본다

면 도움이 될 것이다.<악보 92참조>

<악보 92> 마디 1-4: A부분 병행 3도 진행

악보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음형대로 끊어

서 연습을 하면 선율의 진행을 쉽게 알아 볼 수 있어 연주하기가 수월해진

다. 3도 병행 진행하며 선율을 장식하는 꾸밈음이 마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며 속삭이는 것처럼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A부분은 병행 3도 진행과 더불어 복화음과 변화화음을 사용하여

화성의 풍부함과 색깔을 입혔다. 따라서 rall.와 다이나믹 표현과 함께 화음

에 귀 기울여 연주해야 한다. <악보 92. 93 참조>

두 개의 장3화음의 복화음을 화성적으로 배열하면 <악보 9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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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3> 마디 13-16: 복화음

A부분 종지를 왼손에서는 증6화음-프랑스6화음(Fr.6)을 사용하여 음색의

오묘함을 주었다.

<악보 94> 마디 16: 프랑스 6화음

3도 화음을 동시에 연주할 때에는 소리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소

리 균형을 위해 겹음정을 연습할 때에는 우선 음정 거리를 파악하고 손 안

근육을 단단히 하여 두 성부가 들리도록 손끝의 무게를 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겹음 멜로디로 선율 진행을 할 때는 무게의 중심이동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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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한음씩 논 레가토 연습은 소리 균형에 도움이 된다.

레가토 표시와 페달 표시는 없지만 서정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왼

손의 부드러운 레가토 터치와 페달 사용을 권한다. 왼손은 연한 음색을 만

들기 위해 건반을 느린 속도로 천천히 타건해야 한다. 손으로 연결 할 수

없는 화음들을 부드럽게 이어서 연결하기 위해서는 레가토 페달이 필요한

데, 페달도 한 화음씩 깨끗하게 밟는 것 보다는 얕게 천천히 바꿔 전체의

울림이 섞이도록 만들면 더욱 몽환적인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다.

반복되는 주제를 셈여림으로 대조하기 위해 마디 9의 pp에서는 소프트 페

달을 사용하여 이전 부분과 큰 대비를 만든다. 마디 15-16는 점차 느려지면서

한마디 안에서 극단적인 셈여림 표현(pp, mf)과 왼손의 불협화음을 표현하

는데 이는 긴장감과 함께 B부분에 분위기를 예언해 준다. <악보 93참조>

마디 16에서는 악센트를 시작으로 B부분이 시작된다. 따라서 악센트는

출발을 알리는 신호음처럼 앞의 분위기와 달리 강한 타건으로 빠르게 연주

한다

B부분(마디 17-32)은 템포가 Piu mosso로 변화되고 곡 분위기가 달라지

는데,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양손에 나오는 아티큘레이

션112)과 오른손 아르페지오 장식음을 고정박 안에서 정확한 리듬으로 구사

하여야 한다.

112) 왼손에 등장하는 빠른 스타카토와 오른손에 악센트, 그리고 스포르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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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5> 마디 17-19: B부분

춤을 추며 뛰어 노는 모습이 연상되는 B부분은 A부분과는 대조적으로

오른손은 하바네라 리듬의 확대된 모습과 왼손은 반음계적 선율진행을 보

여준다. <악보 95참조> 마디 17-19 왼손에서 하행하는 반음계적 진행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온음계적인 A부분과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왼손이 반음계로 하행할 때 오른손은 딸림화음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마디 23을 제외한 모든 마디에서 G음

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G음에 sfz 표현을 확실히 하여 마디마

다 G음을 의식적으로 듣도록 한다.

마디 23 화음 또한 오른손 선율에는 악센트가 붙어 있어 선율적인 왼손

과 달리 한음씩 끊어 강하게 어택한다.

논 레가토로 한음씩 무게 떨어뜨려 연습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

보다 연주시 어려운 점은 도약이 있는 sfz가 있는 악센트 음의 표현이다.

음과 음 사이의 거리를 인지하고 팔이 빨리 그 다음 떨어지는 건반위로 움

직여야 한다. 그리고 sfz 표현을 위해 과장된 소리로 연습해 보는 과정도

필요하다. 재미있는 발견은 오른손 각 마디의 중심음만 따로 떼어서

G-G-C-C-E-E-D-D-C-C-B-B-A-A-G 연주해 보면 ‘반짝 반짝 작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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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 멜로디가 연상되어진다 아르페지오가 붙은 선율은 기타악기를 연상시

킨다. <악보 94참조>

빌라 로보스는 어린시절부터 다양한 악기를 다뤄왔는데 여러 장르에서 악

기가 갖는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특히 기타 타입의 악기들은 그의

작품 속에서 악기 자체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음향적인 가능성도

제시해 주었다. 음향적인 효과를 위해 빌라 로보스는 특히 꾸밈음과 빠른 아

르페지오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 곡에 빠른 아르페지오 장식음이 그가 즐겼

던 기타 사운드를 연상케 한다. 그리고 오른손에 등장하는 연속적인 악센트

를 통해 피아노로부터 타악기적인 음향효과도 만들고 있다.

장식음은 연습하기에 앞서, 장식음 없이 연습하도록 하여 오른손 멜로디

와 왼손의 화성을 느끼고 정확한 리듬으로 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첫 박

에 등장하는 아르페지오 장식음은 정확한 건반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모음

으로 묶어 연주해 보고 장식음만 따로 떼어 내어 연습해 본다. 이 연습 방

법은 운지법과 손의 위치를 빨리 익힐 수 있어 빠른 패시지에 도움이 된

다. 또한 검은 건반과 하얀 건반으로 형성된 아르페지오 장식음을 페달과

함께 연주한다면 화려한 색채감을 느낄 수 있다. <악보 93참조>

A'부분에서는 끝나기 전 4마디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Meno가 시작되는 41-44마디는 왼손의 G화음 페달 포인트와 3도 반음계

적 하행 진행, 그리고 B부분에 리듬요소였던 아르페지오를 삽입하여 A와

B부분의 통합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악보 9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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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6 > 마디 41-44: 3도 반음계적 진행

ff로 화려하게 끝을 맺는 A' 재현부는 별이 사라지듯 G화음 페달 포인트

안에 왼손의 반음계적 3도 음향이 섞이면서 점차 느려지다 화려한 아르페

지오로 반전의 음향을 표현하며 끝을 맺는다.<악보 96참조>

음색적인 표현을 위해 학습자에게 페달 사용의 자유로움을 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상주의적 색채를 풍부하게 넣을 수 있다.

3) ‘민티카’(Mintika)113)

(1) 구성과 특징

‘민티카’는 높은 고온의 파란별로 태양보다 약 3000배의 빛을 낸다고 한

다. 민티카는 바이오 명명법에 의거하여 오리온자리 지타로 읽기도 한다.

제1곡과 같은 2/4박자로 Poco animato114)의 곡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선

113) 민티카라는 이름은 아라비아어의 Al Mintakach에서 온 이름으로 “허리띠”라는 뜻을 지니고 있

다. 민티카는 높은 고온의 파란별로 태양보다 약 3000배의 빛을 낸다고 한다.

114) 점점 생기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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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음들의 주제선율과 화려한 음색의 16분음표들로 이루어져 있다. 65마

디로 구성되어 있는 이곡은 리듬과 선율의 변화에 따라 A-B-A´-Coda로

구분할 수 있다.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발라드풍의 노래인 브라질 민속선율

모딘아를 연상케 한다. 이 곡은 왼손의 페달 포인트와 오른손의 반음으로

진행되는 화려한 16분음형과 선율의 장식음으로 악기의 화려한 색채감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다. 오른손에 유연한 동형진행과 왼손에 두 개의 성부

진행, 그리고 자유로운 페달을 배울 수 있다. 중급 Lavel 8에 해당된다.

<표 28> Mintika 구성

마디 1-16 17-40 41-57

형식 A B A'

박자 2/4 2/4 2/4

조성 g단조 g단조 g단조

빠르기 Poco animato Poco animato Poco animato

학습 포인트

페달 포인트, 악센트가 있는 당김음, 손가락의 독립

4성부 짜임새와 성부의 균형(내성부의 주제선율)

연속적인 16분음표 음형

(2) 교수학적 분석과 연습방법

2/4박자에 Poco animato로 이루어진 이곡은 g#단조 조성 안에 왼손은

멜로디 성부라인을 노래하고 오른손은 온음과 반음으로 이루어진 빠른 리

듬 음형을 연속적으로 유연하게 연주해야 한다. 이 곡은 g#단조의 성격이

강하지만 그 속에서 에올리안 선법을 주제 선율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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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7> 마디 1-4: A부분

<악보 98> 에올리안(Aeolian) 선법

왼손에서 에올리안 선법을 이용한 주제선율은 민속 선율 모딘아로 낭만

적인 경향을 더욱 짙게 해준다. 또한 모딘아의 특징 중 하나인 장식음을

곡 중간 중간 사용하여 곡을 더욱 생기있게 해준다.

노래 시작에서의 도약과 동형진행의 반복, 교회선법과 장식음을 가지는 서

술형의 노래 형태는 브라질 음악의 선율이 지니는 특징이다. <악보 96참조>

마디 1-8에 등장하는 왼손의 g♯단조의 으뜸화음은 조성적인 역할 뿐만 아

니라 페달 포인트로서 이 곡의 배음과 브라질 전통 악기의 소리를 만들어주

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팔의 무게를 떨어뜨리면서 울림을 만들어본다.

오른손의 빠른 16분음표는 기보상 복잡함을 줄 수 있는데 공통된 특징으

로 패턴을 만들어 보면 독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두 음씩 묶으면 반음 형

태의 진행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빌라 로보스의 작곡스타일인 검정, 하얀

건반이 번갈아 나오는 선율이다. 선율선의 윤곽은 완만하지만 아치형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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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있어 다이나믹 표시는 없지만 crescendo와 decresendo 표현을 왼손의

진행과 함께 만들어주면 좀 더 유연하게 들릴 것이다. 특별한 아티큘레이

션 표시는 없지만 음악적 성격을 고려할 때 왼손의 내성부는 뚜렷한 톤으

로, 오른손 16분음표는 부드럽게 표현한다면 성부의 음색 차이로 인해 곡

이 더욱 다채로워진다.

마디 9-12에서는 왼손의 저음부가 2분음표로 온음계적 하행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진행은 마디 13-16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곡의 안정감을 준

다. 또한 베이스에서 순차하행하는 화성단음계의 진행과 더불어 6도로 도

약하여 순차하행하는 내성부의 선율진행이 8분음표의 동형진행임을 인지하

면 독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악보 99> 마디 9-12: 왼손의 온음계적 하행진행

16분음표의 짧은 리듬형의 움직임은 처음부터 곡이 끝나기 3마디 전까지

계속 연주되며 곡의 통일성과 민족성을 느끼게 해준다.

A부분에서 연주시 요구되는 것은 여러 성부를 노래하기 위한 성부간의

손가락 독립과 유연한 손가락 테크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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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마디 17-40)부분에 와서는 마디 9-12 왼손에서 하행하던 베이스가 반

대로 상행하면서 음악이 고조된다. 특히 왼손에 악센트가 둘째 음에 나타

나, 강세의 기본 강약 체계가 달라지고 이를 통해 긴박한 음악적 흐름이

생겨난다. <악보 99, 100참조>

<악보 100> 마디 17-20: B부분

<악보 101> 마디21-28: 왼손 당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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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줄과 악센트로 인한 당김음은 음악을 절정과 긴박감이 고조되는 결

과를 만든다. 따라서 이 곳은 한 숨에 흘러가듯이 연주해야 한다. 프레이즈

를 살펴보면 이런 음악적 특징과 연관되어 불규칙 프레이즈를 만듬을 알

수 있다. A부분이 8마디씩 균형적인 프레이즈를 보였다면 B부분은 16마디

둘째 박부터 못갖춘마디 프레이즈로 시작해서 4마디(마디 17-20), 8마디(마

디 21-28)로 구성되어 후반부가 길어진 불규칙 프레이즈를 볼 수 있다. 연

주시 프레이즈 구분점을 인지한다면 연속적인 움직임으로 생긴 손의 긴장

감을 이완하는 여유가 생길 것이다.<악보 99, 100참조>

B부분은 왼손에서 싱코페이션 리듬을 사용하여 곡을 더욱 흥미 있게 발

전시키고 있다.

<악보 102 > 마디 61-65: Coda

A'재현부를 지나 coda(마디 57-65)부분은 왼손 베이스가 2분 음표에서

4분음표로, 알토 성부가 8분 음표에서 두음 슬러로 음표길이와 아티큘레이

션이 달라짐을 통해 템포가 빨라지는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마디 63의 첫

박까지 방향감을 가지고 한 호홉으로 프레이즈가 진행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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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부에 슬러로 인해서 리듬적 강약이 약해짐을 초래한다. 슬러로 인해

약박이 강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강박이 약해지는 이중적 음의 뉘앙스

를 표현해야 하는 섬세함이 요구된다. 마디 63-65에 등장하는 악센트와

dim e poco rall.기호, 그리고 마지막 ff를 통해 역동적인 효과로 끝 부분을

장식하고 있다.

곡 구성상 마디 63-64를 빼도 음악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이 두 마디가

있으므로 곡은 더욱 극적인 효과를 본다. 오른손 선율의 반음계 진행

A#-A-G#음을 들으면서 마무리 종지화음을 연주한다. 이 부분에서는 강약

의 대조를 극대화 하기 위한 적절한 템포와 음악적 타이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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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적 가치와 활용제안

1) 교육적 가치

본 논문에서 연구한 <장난꾸러기 아이들>,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

<세 명의 마리아>의 교육적 가치를 각각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장난꾸러기 아이들

<장난꾸러기 아이들>는 기교적 난이도가 높지 않고 짧은 악보로 구성되

어 있어 브라질 음악을 학생들에게 처음 소개하는데 적절하다. 6개의 모음

곡은 각각의 제목을 통해 각 지역의 모습과 인물, 전설적인 신화를 묘사하

는 것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어린이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창의력을

키우는데 좋은 레퍼토리이다. 무엇보다 브라질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인 리

듬을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 각각의 곡을 통해 오스티나토, 탱고, 악센

트에 의한 당김음, 삼바, 랙타임 등 다양한 리듬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교육적 가치가 높다. 이와 더불어 리듬 안에서 구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섬세한 아티큘레이션 및 음악적 표현은 중급 학습자의 곡 해석능력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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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

12개의 모음곡으로 구성된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은 동요선율과 민요를

기초로 작곡한 것으로 한 곡 안에서 변박자와 다른 종류의 템포가 자주 나

타나며 무엇보다 민속 선율인 쇼쇼(coco)와 모딘아, 교회선법, 등 브라질 민

속음악의 선율적인 면을 느낄 수 있어 흥미롭다. 12개의 곡들은 대부분 호

모포닉 짜임새로 이루어졌지만 자주 양손의 균등함을 필요로 하며 왼손의

반주형태가 친근한 패턴을 넘어서서 다양한 양상으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민요가락에서 파생한 선율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모양의 반

주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낯설지만 신선한 음향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한

다. 따라서 왼손의 훈련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난이도의 폭도 넓

은 편이어서 하나의 작품으로서가 아닌 각 곡을 분리해서 연주가 가능하며

모음집에 수록된 곡들은 미국의 경우 경연대회 레퍼토리로도 자주 사용된다.

(3) 세 명의 마리아

3개의 곡으로 구성된 <세 명의 마리아>는 세 명의 소녀가 별이 된다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 곡으로서 스토리텔링적 접근이 가능한 작품이다. 각

곡의 길이는 짧고 높은음자리표로만 기보된 악보이지만 중급에서 배워야

할 음악적 표현과 개념들-당김음을 통한 리듬, 선법, 겹음, 빠른16분음표

음형, 스포르찬도와 악센트 표현, 장식음, 양손의 발란스와 균형, 강약의 큰

폭, 풍부한 음향, 손의 교차, 섬세한 페달-과 다양한 음색을 탐구해 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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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높다. 이처럼 <세 명의 마리아>는 빌라 로보스의

피아노 특징을 잘 보여줌과 동시에 중급학습자에게 다양한 음악적 사고와

스타일을 경험시킬 수 있는 레퍼토리 곡으로서 좋은 예시곡이다.

2) 활용제안

다음으로 세 곡을 통틀어서 추출해 낼 수 있는 공통적 개념이 주는 교육

적 효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작품집의 대표적인 곡들을 간단히 언급하며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1) 제목

각 모음곡에는 브라질의 특색이 담긴 제목들이 사용되었다. 이 제목들은

가르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준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재미와 상상

력으로 곡에 쉽게 접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중급 학습자 자신의 창의적이

고 독특한 해석을 키워 줄 수 있다. 특히 독특한 인물이나 동물 등의 모습으

로 캐릭터가 분명한 <장난꾸러기 아이들>의 제 5곡 ‘도깨비’와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의 제 9곡 ‘큰 양, 작은 양’은 도깨비가 한발로 뛰고 움직이는

모습과 양이 우는 소리들을 음형과 멜로디로 잘 표현하여 교육하기에 좋은

작품이며 표현력이 부족하거나 피아노 교육에 흥미를 잃어버린 학습자에게

좋은 교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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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듬

브라질 음악의 특징인 리듬은 이 세 작품집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두드러지게 사용된 것은 당김음이다. 즉 악센트에 의해 강박과 약

박의 자리가 바뀌는 리듬,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 아티큘레이션이 첨가된

당김음, 악센트로 의해 3+3+2로 분할되는 불규칙한 분할 형태의 리듬들이

여러 가지 음악요소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브라질적 특색이 반

영된 아프로-브라질리언의 리듬과 하바네라 리듬, 그리고 변형된 리듬 등

이 포함되어있다. 이런 다양한 리듬을 통해 학습자는 리듬과 박에 대한 감

각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이국적인 브라질 민속 리듬을 경험할 수 있다.

<장난꾸러기 아이들>의 제 3곡 ‘가엾은 세르따네자’와 제 6곡 ‘까이삐링

야의 이야기, 그리고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의 제 10곡 ’카누가 뒤집히다

‘는 브라질의 민속리듬인 하바네라와 아프로-브라질리언 리듬이 돋보이는

곡이다. 특정한 리듬을 배우기에 좋은 교재가 될 것이다.

(3) 선율

세 작품 속 선율에는 민속음악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좁은 음역 안

에서 계단식의 진행으로 반복되는 성향이 있으며, 주로 순차 진행적이다.

무엇보다 민속선율인 룬두와 모딘아, 그리고 민요와 동요의 선율을 사용하

여 학습자는 흥미로운 민속풍 레퍼토리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장난꾸러기 아이들>의 제 2곡 ‘어머니가 잠재우셨듯이’와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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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노래와 춤>의 제 2곡 ‘안녕, 아름다운 모레나’, 그리고 <세 명의 마

리아>의 제 2곡 ‘알니람’는 민요선율 가락인 모딘아를 느끼게 해주며, <어

린이들의 노래와 춤>의 모두 곡은 동요선율을 사용하였다. 동요가락과 곡

안에 인용된 가락을 비교하거나 브라질 동요 동영상을 시각적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면 더욱 흥미로운 교육이 될 것이다.

(4) 화성과 음색

세 작품 속의 화성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3도 구성 화음에서 속7화음

이나 감7화음, 그리고 대리 화음들을 사용하였고, 2도, 3도 화음과 5도 구

성 화음도 자주 발견된다. 이런 화음들은 특히 2도 화음은 화음으로서 뿐

아니라 부가음으로 활용하여 음색 변화를 나타낸다. 또한 연속적으로 진행

되는 3도 병행 화음을 통해 장조와 단조 조성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기능화

성의 개념에서 벗어나 병행 화음들의 음향들은 색채적 효과를 만들어내었

다. 5음음계와 교회선법 사용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음의 사용과 붙임줄을

이용한 긴 음가 안에 다른 선율과의 혼합은 다양한 색채를 경험하게 하고

이러한 화음구성과 음향들을 통해 다채로운 음색을 표현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이 외에도 연속적인 악센트와 갑작스런 스포르찬도, 그리고 아르

페지오를 통하여 피아노로부터 기타나 타악기에서 볼 수 있는 효과를 이끌

어내었다.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의 제 12곡 ‘그녀의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는

붙임줄과 지속음에 의해 여러 선율과 화음이 부딪치면서 다양한 음향과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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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를 경험하게 해준다. <세 명의 마리아>의 제 2곡 ‘알니람’과 제 3곡 ‘민

티카’는 페달 포인트와 병행3도 진행, 그리고 온음계와 에올리안 선법, 반

음계와 반음 진행을 통해 인상주의 색채를 느낄 수 있는 곡으로서 음색과

터치를 학습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권하면 좋은 곡들이다.

(5) 아티큘레이션과 프레이즈

레가토와 스타카토, 악센트, 테누토뿐만 아니라 이음줄 레가토 안의 악센

트, 빠른 리듬 안에서의 연속적인 스타카토, 복잡한 리듬 안에서의 스타카

토와 테누토 등 여러 가지 아티큘레이션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섬세한 표현 능력을 터득할 수 있다. 또한 불규칙 프레이즈를 경험하

여 친숙하지 않은 프레이즈 단위에 관한 해석력을 기를 수 있다.

<장난꾸러기 아이들>의 제 1곡 ‘오른손에 장미 한송이’는 규칙적인 오스

티나토 리듬 안에서 스타카토, 두음 슬러, 악센트, 테누토를 표현해야 하며

더불어서 양손이 다른 아티큘레이션을 표현해야 하는 곡이다.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의 제 5곡 ‘양치기 부인’은 양손에 연속적인 스

타카토를 공부하기에 좋은 곡이며, 제 12곡 ‘그녀의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은 빠른 스타카토와 연속적인 악센트 테크닉을 공부할 수 있는 곡이다.

<세 명의 마리아>의 제 1곡 ‘알니타크’는 손의 교차 안에서 스타카토와

악센트를 표현하는 곡으로서 이 곡들은 특정한 아티큘레이션을 배워주고자

할 때 선택하면 좋은 곡들이다.



- 187 -

(6) 양손의 역할

세 작품은 호모포닉 짜임새가 주로 많았지만 오른손뿐만 아니라 왼손에

서도 주제 선율이 등장하였으며, 반주 형태라 하더라도 선율적인 요소가

있거나 흔치 않은 반주 스타일이 눈에 띤다. 또한 페달 포인트를 지닌 두

개의 성부 구조도 많았다. 이런 짜임새와 성부의 표현은 학습자들에게 양

손의 균형과 독립된 손가락의 기술을 공부 하는데 도움이 된다.

<장난꾸러기 아이들>의 제 1곡 ‘오른손에 장미 한송이’은 오스티나토 리

듬 안에서 하바네라 리듬 변형의 반주형태와 제 4곡 ‘하얀 원피스’는 다양

한 반주 형태로서 이 곡들은 반주 외형이 흔치 않으며 양손의 균형을 가르

치고자 할 때 좋은 예시곡이다.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의 12곡들 각기

다른 형태의 반주외형을 가졌으며 특히 제 1곡 ‘카네이션이 장미에게 성내

다’, 제 2곡 ‘안녕 아름다운 모레나’, 제4곡 ‘가자, 여동생아’, 제 6곡 ‘떨어진

다. 떨어진다. 풍선’, 제 9곡 ‘작은 양, 큰 양, 제 11곡 ’숲을 품은 거리에서

‘은 양손의 균형과 색다른 반주형태를 학습시킬 수 있다.

복잡한 4성부 짜임새를 가르치고자 할 때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의 제

10곡 ’카누가 뒤집히다‘와 제 12곡 ’그녀의 눈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는 좋은

예시곡이 될 것이다.

또한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의 제 12곡 ‘그녀의 눈은 얼마나 아름다운

가’와 양손의 균형이 요구되는 <세 명의 마리아>의 세 곡은 연주회 레퍼

토리로도 손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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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주제 곡 난이도

캐릭터116)

전설 Pa. 5.: Saci 5

사물 Pa. 6.: A Historia da Caipirinha 5

동물 Ca. 5.: Senhora pastora 5

인물 Ca. 9.: Carneirinho Carneirao 6

자연

As. 1.: Alnitah 7

As. 2.: Alnilam 6

As. 3.: Mintika 8

작은 손을 가진 학생을

위한 곡

Pa. 4.: Vestidinho Branco 4

As. 1.: Alnitah 7

강하고 단단한 손가락이 요

구되는 곡

Pa. 3.: A Pobresinha Sertaneja 6

Pa. 4.: Vestinho branco, 6

Pa. 6.: A historia da Caipirinha 6

Ca. 3.: Vamos Maninha 6

Ca. 5.: Senhora pastora 5

Ca. 9.: Carneirinho Carneirao, 6

Ca. 10.: A Canoa virou 7

Ca. 11.: Nesta Rua Tem Um Bosque 7

Ca. 12.: Lindos Oihos Que Ella Tem 7

As. 3.: Mintika 8

위에 제시한 곡들을 포함하여 레슨 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포인트와 피아노 주법을 중심으로 두 종류의 표를 만들어 제

시하고자 한다.

먼저 학습 주제와 연관된 개념별로 목록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하나

이상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곡이 많지만 각 곡의 가장 두드러지는

학습주제에 따라 분류하였다.

<표 29> 레슨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주제에 따른 목록표115)

115) 작품명은 약자로 표기한다. Pe.는 Petizada, Ci.는 Cirandinhas, As.는 As Tres Mar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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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감 있는 음향

As. 2.: Alnilam 6

As. 3.: Mintika 8

Ca. 12.: Lindos Oihos Que Ella Tem 7

손가락의 기동성

Pa. 4.: Vestidinho branco 4

As. 1.: Alnitah, 7

As. 3.: Mintika 8

복잡한 짜임새
Ca. 10.: A Canoa virou 7

Ca. 12.: Lindos Oihos Que Ella Tem 7

왼손의 반주패턴에 의한

다섯 손가락 훈련

Pa. 4.: Vestidinho Branco 4

Ca. 1.: Zanqou-se O cravo com A Rosa 6

Ca. 2.: Adeus Bela Moren 5

양손의 균등

Ca. 6.: Cae, Cae, Balao 6

Ca. 9.: Carneirinho, Carneirao 6

Ca. 11.: Nesta Rua Tem Um Bosque 7

Ca. 12.: Lindos Oihos Que Ella Tem 7

As. 1.: Alnitah 7

페달 포인트

Pa. 5.: Saci 5

Ca. 7.: Todo o Mundo passa 6

Ca. 11.: Nesta Rua Tem Um Bosque 7

As. 2.: Alnilam 6

As. 3.: Mintika 8

오스티나토

리듬

하바네라

리듬 변형
Pa. 1.: A mao dIreita tem uma Roseira 5

당김음 Ca. 4.: Olha Aquela Menina 6

템포 변화 조정 능력
Pa. 3.: A pobrezinha Sertaneja 5

Ca. 10.: A Canoa Virou 7

삼바 리듬
Pa. 5.: Saci 5

Ca. 10.: A Canoa Virou 7

탱고리듬 Pa. 2.: Assim ninava Maman 5

음악적 표현을 위한

아고긱
Ca. 2.: Adeus Bela Moren 5

셈여림의 대비

Ca. 3.: Vamos, Maninha 6

Ca. 4.: Olha Aquela Menina 6

Ca. 5.: Senhora pastora 5

Ca. 7.: Todo O Mundo Pass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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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세 작품집 21곡 중에서 중급에서 터득해야 할 테크닉을 중점으

로 분류하여 정리해 보았다. 117)

∙‘다섯 손가락 독립’에서는 크게 곡 안에 스케일 패시지 중에서 다섯손가

락이 한 옥타브 이내의 것과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 아래로 들어가든

지, 혹은 엄지손가락의 위를 다른 손가락이 넘어가는 엄지손가락 교차가

들어가는 스케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레가토’에서는 악보에서 음표 위에 이음줄 슬러(Slur)가 표시된 곡들 중

곡의 흐름상 레가토 아티큘레이션 제시가 뚜렷하다고 사료되는 곡들을 변

별하였다.

∙ ‘스타카토’에서는 손목의 반동을 이용하는 스타카토, 그리고 손가락 관

절을 사용하여 명쾌하게 연주하는 손끝 스타카토로 분류하였으며 단음과

겹음의 스타카토로 살펴보았다. 118)

∙ ‘아티큘레이션’에서는 연속하는 악센트, 두음 슬러, 테누토로 분류하였다.

∙ ‘반복음’에서는 동일음의 반복과 동일 음형의 반복으로 분류하였다.

∙ ‘겹음/코드’는 3화음의 자리바꿈이나 손의 확장이 필요한 곡들이 해당된다.

∙ ‘병행 3도, 6도’는 순차 진행되는 병행3도와 6도를 연습할 수 있는 곡들

이다.

∙ ‘성부 연주’ 에서는 4성부의 악곡 중에서 성부마다 다른 아티큘레이션으

로 구성된 곡과 각 성부의 움직임이 독립적인 곡들로서 한 성부는 페달 포

116) 21곡 표제 중에서도 특정한 사물이나 인물, 그리고 동물만을 뽑아 정리하였다.

117) 목록표는 Bastien, James W의 『성공적인 피아노 교수법(How to Terach Piano Successfully』

와 음악세계의 음악지우사 편의 『피아노 실기 지도법』, 그리고 이연경의 『20세기 현대 피아노

작품 지도를 위한 레퍼토리 조사』에 의거하여 표를 만들었다.

118) 전혜수, 『피아노 연주 기법의 실제』 (서울: 음악춘추사, 2010),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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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주법 작품 난이도 손

다섯손가락

독립

다섯

손가락

스케일

Pa. 5.: Saci 5 우

Ca. 3.: Vamos, Maninha 6 우

Ca. 6.: Cae, Cae, Balao. 6 좌

Ca. 8.: Vamos ver A Mulatinha 6 좌. 우

Ca. 9.: Carneirinho, Carneirao 6 좌

엄지

손가락

교차가

사용되는

스케일

Pa. 2.: Assim ninava maman 5 좌. 우

Ca. 2.: Adeus Bela Moren 5 좌. 우

Ca. 4.: Olha Aquela Menina 6 좌. 우

Ca. 7.: Todo O Mundo Passa 6 우

Ca. 11.: Nesta Rua Tem Um Bosque 7 좌

Ca. 12.: Lindos olhos Que ella tem 7 좌

As. 2.: Alnilam 6 좌

레가토

Pa.1.:A mao dIreita tem uma Roseira 5 좌

Pa. 2.: Assim Ninava Mamam 5 좌. 우

Ca. 6.: Cae, Cae, Balao. 6 우

스타카토
손목

스타카토

Pa. 1.:A mao dIreita tem uma Roseira 5 좌, 우

Pa. 3.: A pobresinha sertaneja 5 우

Pa. 5.: Saci 5 좌

Ca. 1.: Zanqou-se O cravo com A Rosa 6 좌, 우

Ca. 5.: Senhora pastora 5 좌. 우

Ca. 7.: Todo O Mundo Passa 6 우

인트로 이루어지거나 긴 음가이며 다른 성부는 그보다 빠른 선율로 움직이

는 곡들이다.

∙ 같은 악곡이라도 여러 가지 피아노 주법이 있는 곡은 여러 군데 다중

분류되어 있다. 또 손의 종류에서도 같은 곡 내에서도 항목에 따라 손의

종류가 다르다.

<표 30> 피아노 주법119)

119) 작품명은 약자로 표기한다. Pe.는 Petizada, Ci.는 Cirandinhas, As.는 As Tres Mar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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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10.: A Canoa Virou 7 우

손가락

스타카토

Pa. 5.: Saci 5 좌, 우

Ca. 12.: Lindos Oihos Que Ella Tem.. 7 좌

As. 1.: Alnitah 7 좌, 우

AS. 2.: Alnilam 6 좌

아티큘레이션

악센트

Pa. 3.: A pobrezinha Sertaneja 5 좌

Pa. 5.: Saci 5 좌, 우

Ca. 10.: A Canoa Virou 7 좌

Ca. 11.: Nesta Rua Tem Um Bosque 7 좌

Ca. 12.: Lindos Oihos Que Ella Tem. 7 우

As. 2.: Alnilam 6 우

As. 3.: Minitika 8 좌, 우

두 음

슬 러

Pa. 1.:A mao dIreita tem uma Roseira 5 좌, 우

Pa. 2.: Assim Ninava Mamam 5 좌

Pa. 3.: A pobrezinha Sertaneja 5 좌, 우

Pa. 6.: A historia da Caipirnha 5 우

As. 3.: Minitika 8 좌

테누토

Pa. 1.:A mao dIreita tem uma Roseira 5 좌, 우

Pa. 3.: A pobrezinha Sertaneja 5 우

Pa. 5.: Saci 5 우

Ca. 1.: Zanqou-se O cravo com A Rosa 6 우

반복음

동일음의

반복

Pa. 5.: Saci 5 좌

Ca. 9.: Carneirinho, Carneirao 7 좌, 우

동일

음형의

반복

Pa. 1.: A mao dIreita tem uma Roseira 5 좌, 우

As. 1.: Alnitah 7 좌, 우

As. 3.: Mintika 8 우

겹음/코드

Pa. 2.: Assim ninava Maman 5 우

Pa. 3.: A pobresinha Sertaneja 5 우

Ca. 3.: Vamos, Maninha 6 좌

Ca. 4.: Olha Aquela Menina 6 우

Ca. 7.: Todo O Mundo Passa 6 좌

병행 3도/6도

Pa. 6.: A historia da Caipirinha 5 좌, 우

Ca. 1.: Zanqou-se O cravo com A Rosa 6 우

Ca. 2.: Adeus Bela Moren 5 좌

Ca. 11.: Nesta Rua Tem Um Bosque 7 우

Ca. 12.: Lindos Oihos Que Ella Tem. 7 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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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2.: Alnilam 6 좌, 우

양손 교차 As. 1.: Alnitah 7 우

성부 연주

아티큘레션

이 구성된

다성부

Pa. 5.: Saci 5 좌, 우

Ca. 10.: A Canoa Virou 7 좌, 우

Ca. 12.: Lindos Oihos Que Ella Tem. 7 좌, 우

As. 3.: Minitika 8 좌, 우

지속음

혹은

긴음가가

포함된

다성부

Ca. 3.: Vamos, Maninha 6 좌, 우

Ca. 6.: Cae, Cae, Balao 6 좌, 우

Ca. 11.: Nesra rua tem um bosque 7 좌, 우

As. 3.: Mintika 8 좌, 우

마지막으로 모든 곡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습 방법의 기본적 원

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본 논문에 수록된 빌라 로보스 작품들뿐 만

아니라 여타 곡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연습의 원리라고 할 수 있

으므로 편리하게 원용되기를 바란다.

첫째, 리듬의 경우 복잡한 리듬이 나올 때는 리듬 형태를 쪼개서 연습

하거나 짧은 음가를 뺀 간단한 리듬형으로 바꾸어 규칙적인 박을 익힌 후

연습한다. 건반에서가 아닌 건반뚜껑이나 손뼉치기, 혹은 걸으면서 익히는

방법도 유용할 것이다. 또한 복잡한 아티큘레이션과 혼합되었을 때는 아티

큘레이션을 넣지 않은 리듬만을 먼저 익힌다. 이런 일련의 방법들은 학습

자들이 정확한 음가와 패턴에 집중하며 연습 할 수 있게 하고 독보 자체를

용이하게 해 준다.

둘째, 선율의 연습 방법으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선율들과 주제 선율들

을 찾게 하고 높은 음과 낮은 음, 그리고 순차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악보

에 색칠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 방향성을 알게 하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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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규칙적이지 않은 선율의 모양새로 인해 불편함이 초래될 때는 시작

점을 달리하거나 같은 모양이나 손가락 포지션으로 리그룹핑 하는 연습 방

법을 제시하였다.

셋째, 음악적 표현과 다이나믹 측면에서는 리타르단도, 페르마타와 같은 템

포의 변화로 인해 박이 흔들리거나 어색함으로 인해 음악적 흐름이 끊길 수

있다. 이때는 먼저 규칙적 리듬으로 악보를 파악한 이후 다음 단계로 필요

한 곳에 유연한 아고긱을 구사해 보면서 그 차이를 느껴보는 일이 중요하다.

넷째, 아티큘레이션에 관해서는 모티브에 여러 가지 아티큘레이션이 섞여

나올 때는 분리하여 한음씩 적용하여 정확하게 구사하게 하였다. 이는 연

속하여 표현되어지는 아티큘레이션을 귀로 확인하여 미비하게 표현되는 음

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또는 한 곡 안에서 공통된 아티큘레이션만을 찾

아보게 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이는 악보를 정확히 보게 하고 똑같은 음

질로 연주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방법 외에 아티큘레이션에 변화를 주는

방법도 제시하였는데 예를 들어 스타카토가 연속으로 나올 때는 레가토로

연주해 보거나 아티큘레이션 없이 리듬만을 연주하게 하는 방법들이다. 이

는 선율라인을 알게 하고 아티큘레이션이 있을 때와 없을때의 선율의 차이

를 깨달아 음악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다섯 째, 성부 균형을 위해서 3성부나 4성부의 짜임새나 페달 포인트가

있는 두 개의 성부가 나올 때는 각 성부들을 따로 떼어 연습하거나 두 성

부씩 묶어서 연습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습은 각 성부들을 귀에

익숙하게 만들고 두 성부씩 묶어서 연습함으로서 보이싱과 밸런스 구사를

용이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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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피아노를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초급을 지나 중급으로 이행할 때 레퍼토

리의 합리적이고 유연한 연결성은 매우 중요하다. 시기적으로도 피아노 학

습에서 일종의 권태기가 올 수 있는 시점이므로 보다 흥미롭고 다양한 레

퍼토리의 확보는 현실적으로 절실한 요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급과

정의 학생들을 가르칠 때 부딪치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다양한 시대의 레퍼

토리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한 레퍼토리의 선택이 쉽

지 않다는 점이다. 이 같은 취약점을 고스란히 안고 갈 수 밖에 없었던 과

거에 비하면 현재 20세기 곡들에 대한 정보와 교재를 접할 기회는 많아졌

지만 여전히 제한된 레퍼토리의 범주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피아노 음악의 각 시대 중 20세기 레퍼토리는 여러 나라의 독특한 민족

주의 이디엄을 비롯 중급과정을 지루하지 않게 지날 수 있게 만드는 흥미

로운 스타일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특히 음악적으로 색다른 이디엄을 보

유한 라틴 아메리카 피아노 음악은 교수학적으로 대단히 유용하다.

남미 음악을 학생들에게 경험시키는데 있어서 빌라 로보스의 피아노 작품

은 보물 창고와 다름이 없다. 빌라 로보스는 200여곡이 넘는 피아노곡을 만

들었고 그 중 다수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교육용 작품들이다.

어린이 세계와 어린이를 위한 교육적 작품을 많이 쓴 빌라 로보스 음악은

시대별 레퍼토리를 골고루 경험할 필요가 있는 중급단계에 소개하기 좋으며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그 활용 가치가 높다. 그의 작품들은 민요적 리듬

및 선율과 현대적인 어법이 적절하게 어울러져 창작되었다. 민속적인 어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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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를 이루는 가운데 불협화적인 음향이 빚어지지만 결코 조성을 벗어

나는 일은 없다는 점에서 20세기 음악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선입관

을 불식시켜준다. 이런 특징은 본 논문의 주제인 <장난꾸러기 아이들>,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 <세 명의 마리아>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즉, 조성의 바탕 위에 민요적 선율과 현대적 작곡기법이 혼합되어 있어

중급단계에서 20세기 음악을 경험하기에 매우 적합한 곡들이다.

작곡자는 <장난꾸러기 아이들>에서 다양한 인종이 혼합된 문화와 그 속

의 어린이 세계를 엿보게 하는 제목들을 통해 브라질만의 정체성을 표현하

고자 하였으며 이는 아프로-브라질리언 리듬, 삼바 리듬, 하바네라 리듬 등

여러 가지 리듬과 선율로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은 빌라

로보스가 의도적으로 만든 교육용 작품이다. 따라서 각 곡마다 차용하여

쓰인 브라질의 동요는 브라질 국민의 다양한 정체성의 근원을 반영하며,

교육용이라는 특성으로 12곡이 각기 다양한 테크닉과 반주 형태, 및 난이

도의 폭이 넓어 하나의 모음곡으로서 뿐 아니라 각 번호가 독립된 교육적

목적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명의 마리아>는 1939년 빌라 로보스

가 세 차례 유럽 순방을 끝낸 후 만든 작품으로 빌라 로보스의 성숙한 음

악 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 파리 체류시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아 피아노

음악에서 음색과 음향의 중요성을 인식한 빌라 로보스의 특징적 스타일을

중급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 다룬 이 세 작품은 브라질 음악의 강점인 리듬과 민요 선율을

통한 어법과 표현, 그리고 상상력을 요구하는 음악이라는 점에서 교수학적으

로 유용하며 각 작품집마다 개성적인 특징들을 각각 보여주고 있어 빌라 로

보스의 피아노 음악세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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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세 작품을 피아노 교사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각

곡들의 학습 포인트를 제시하고 교수학적 분석과 연습 방안을 제안하였으

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곡들의 교육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세 곡들을 분석한 결과 난이도가 4에서 8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연

주시간이 3분이내로서 부담 없이 빌라 로보스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곡들

이지만 브라질 특유의 리듬과 민속 선율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이국적 음악

문화를 경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교육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무

엇보다 이 세 작품은 중급단계에서 흥미를 잃을 수 있는 학습자들에게 제

목이 제공하는 음악적 해석과 상상력을 길러줌으로써 동기부여와 새로운

음악에 대한 흥미를 제공할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호모포닉 짜임새가 대부

분이지만 익숙지 않은 리듬패턴과 반주음형, 양손의 균등함이 요구되는 작

품들이며, 다양한 아티큘레이션이 포함되어 있어 중급 수준에서 습득해야

할 기본 요소들과 더불어 고급으로 가기 전 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조성음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임시표와 복조성, 선법, 5음음계,

병행 3도, 6도 등의 사용으로 거부감 없이 빌라 로보스가 추구하는 인상주

의적 색채와 20세기 민족음악을 경험 할 수 있다.

빌라 로보스의 중급 피아노 작품을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적 연구는 지금

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이 빌라 로보스의 중급 피아노 작품들을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빌라

로보스의 중급 작품 뿐 아니라 남미의 중급 피아노 작품들 연구에도 도움

이 되길 바라며 보다 많은 레퍼토리가 발굴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효과적

인 연습 방법들이 다른 작품에도 적용되어 보다 실제적인 교수법 연구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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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and Pedagogical Insight of Villa-Lobos

piano pieces for Intermediate Level

Ji Yeon Ko

The repertoire dealt with in piano education should contain various

works spanning from Baroque to the 20th century, rather than focus on

a particular time period. Piano music from the 20th century in particular

exhibits contents that are more versatile and interesting than that from

any other era. Nationalistic works of the time are hardly abstruse,

making the style of the 20th century the most effective and useful one

from a pedagogical point of view. From that perspective, discovering

and studying interesting folk piano repertoire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regions is highly necessary. In Latin America, Brazil brings

together the European influences, African music, and native Indio music

to offer interesting and educationally valuable versatility. Heitor

Villa-Lobos, a notable Brazilian composer, composed many piano works

including works with children as their themes that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educational piano music repertoires. This study aim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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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music of Villa-Lobos through his intermediate piano works

<Petizada (1912)>, <Cirandinhas (1925)>, and <The Three Maries

(1939)>.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this thesis, however, is to

introduce the repertoires of Villa-Lobos' intermediate piano works and

offer methods of analysis and practice in a pedagogical approach to aid

piano instructors. These works were selected from a pedagogical

standpoint, and were based on their level of difficulty and year of

creation. In <Petizada>, rhythm, a key characteristic of Brazilian music,

can be primarily observed, and <Cirandinhas> borrows from children's

songs and folk songs for the subject melodies and titles of its 12

pieces, showing Brazilian music world and the purpose to educate.

<The Three Maries> is a colorful work rooted in Brazilian folktales,

and offers an experience in Villa-Lobos' music that is different from

what the other two works can give. Prior to this study, Brazilian music

and Villa-Lobos were dealt with separately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former, historical background, identity, types, and

characteristics were observed, and for Villa-Lobos, his life, piano works,

composers who had influence on him, and characteristics and composing

techniques of his piano works were looked at.

In the main body, the first portion lightly touches on intermediate

piano works other than the main three. The second, third, and fourth

portions offer pedagogical analyses and practice methods for the

combined 21 pieces of <Petizada>, <Cirandinhas>, and <The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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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es>. In the last portion, the educational values of these three

works are summed up and study points for the 21 pieces offered for

textbook use. After analyzing the 21 piecess in the main body, it was

possible from a pedagogical perspective to summarize them under six

points of similarity. First, every one of the songs having a title could

not only boost learners' creativity and imagination but also enhance

unique analysis. Second, through the various rhythms including Brazil's

characteristic syncopation, learners can develop their sense of rhythm.

Third, using Lundu, Modinha, and melodies from folk songs and

children's songs, learners get to experience interesting folk repertoires.

Fourth, they provide experience with impressionistic colors and teach

techniques for expressing versatile tones.

Fifth, they teach delicate expressions through the combination of

various articulations such as staccato and tenuto within complicated

rhythms, and skills to analyze piano performance through experience

with irregular phrases. Lastly, the structure of the parts teaches

learners balance between the two hands and techniques of independent

fingers. Along with this analysis, the thesis suggests an effective way

to practice based on rhythm, melody, musical expression, articulation,

and problems regarding the balance between parts.

I hope that through this thesis, Villa-Lobos' intermediate piano works

and piano pedagogy will become the subject of extens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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