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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피아노 음악의 네 시대, 즉 바로크, 고전, 낭만, 20세기의 스타일을 고루

경험해야 할 시기가 중급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소홀히 넘어

가는 경우가 많다. 길록의 「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은 중급 시기에

다루어져야 할 학습 내용을 고루 다루고 있는 작품집이다. 특히 19세기 낭

만 피아노 음악 스타일을 다양하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

다. 24개의 조성을 사용한 낭만 스타일의 곡들은 길록의 교수학적 배려에

의해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탐구의 가치가 매우 높다. 본 논문에서는

아직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 길록과 그의 작품집「낭만스타일 서

정적 전주곡집」에 대해 소개하고 작품의 교수학적 가치를 국내에 알리고

자 하였다.

길록의 작곡 기법적인 특징들은 이 곡집에서 뚜렷이 나타나 있었다. 낭

만주의 피아노 음악 특유의 관용적 음색, 빈번한 양손의 교차, 동일한 선율

을 다른 옥타브에서 표현, 곡의 마지막을 아주 높은 음역이나 낮은 음역에

서 끝내 피아노의 넓은 음역을 사용하는 것, 곡의 구조상 각 부분을 연결

할 때나 곡의 마지막에 늘임표를 사용하여 청각적으로 구조를 구분하도록

한 것 등이다.

제목에서 연상되는 내용이 악곡에서 실현되는 표제적인 성격을 지닌 것

으로 미루어 보아 이 곡집은 낭만주의적 성향이 다분함을 알 수 있고 각

곡의 이미지가 명확해 학생들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지도할 수 있다는 장점

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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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서는「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을 이루는 24곡을 모두 다루

었고 각 곡을 통해 가르칠 수 있는 중급 수준의 피아노 교수학적 내용들을

고찰하였다. 중급 단계에서 학습되어야 할 내용들은 기본적인 테크닉 이외

에 독립성, 기동성, 음색조절로 나누었고 모든 곡에서 해당 내용들이 나타

나고 있었다. 먼저 각 악곡의 성격과 구조를 파악한 후 교수학적으로 분석

해보고 연습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낭만주의 시대의 고급 작품과 연관시

키는 작업을 통해 이 곡집에서 나타난 낭만주의적 특징과의 구체적인 연관

성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이 중급 단계에서 효율

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이 파악되었고 고급과정의 낭만 작품을 다루기 전

준비 단계로써 그 유용성이 크다고 사료되었다.

  길록은 음악을 정식으로 전공하지 않고도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을 비롯한 다수의 교육적 의미를 가진 작

품들을 남겼다. 과도기적인 중급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 창의적으로 연구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교사들이 실감하기를

바라며 아직 한국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

이 중급 학생들에게 유용한 레퍼토리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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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피아노 학습에 있어서 중급 단계(intermediate level)는 초급 단계에서 보

다 복잡해진 리듬, 화성 및 성부 진행, 아티큘레이션, 음색, 다이내믹 형태

등 음악적 요소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종합적 조절 능력을 훈련하는

기간이다. 동시에 각 시대의 다양한 스타일을 충분히 경험함으로써 고급

단계 레퍼토리 진입에 무리가 없도록 준비하는 기간이다.1) 그러므로 중급

수준의 학생을 위한 적절한 레퍼토리를 선정해 주는 것은 학생으로 하여금

더 높은 수준의 피아노 연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교사는 테크닉의 심화와

함께 음악적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레퍼토리를 선정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교사들이 중급 과정 작품에 대한 정보와 문헌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본인이 연주했던 작품 위주로 학생을 가르친다거나 현실적인 제약들

로 인해 중급 단계에서 해야 할 중요한 작업들을 간과한 채 고급 단계 작

품들을 바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가장 많은 학생이 피아노를 그만

두는 시기가 중급 시기인 것은 이같이 충실하지 못한 교육과정과도 연관이

있다.2)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하는 적절한 중급 수준의 작품들을 경험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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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 Hinshaw Music, Inc, 1981), 52.

2) Ryan Daniel & Julia Bowden, “The intermediate piano stage: expl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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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피아노 문헌의 네 시대인 바로크, 고전, 낭만, 20세기 중 반드시 어느

한 시대에 속하는 작품을 다루게 될 고급 수준의 문헌에서 요구하는 것들

을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길록(William Gillock, 1917-1993)의 「낭만

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1958)은 피아

노 음악의 어법이 본격적으로 정립되면서 다양한 음형이 전 시대에 비해 기

하급수적으로 출현하는 고급 수준의 낭만주의 시대 작품들을 접하기에 앞서

낭만주의 피아노 음악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작품집으로 중급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레퍼토리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길록이 작곡한 각 시

대를 다룬 많은 교육용 작품집들 가운데에서「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

집」을 택한 이유는 19세기 고급 낭만 작품을 연주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입시나 콩쿨 위주로 레퍼토리가 매우 한정적으로 학습되고 있는 현실적 인

식에 의거한다. 본 논문의 필요성도 그 같은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미국의 탁월한 교수학자이며 작곡가이기도 한 길록은 많은 양의 교육용

피아노 작품을 남겼고 미국 뿐 아니라 일본 등지에서도 대단히 높은 평가

를 받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의 주요 작품집 중 대표적인「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을 피아노

교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각 곡을 통해 어떠한 음악적 개념을 지도할

수 있는지 제안하고자 한다. 이 작업이 피아노 교사들에게 중급 레퍼토리

에 대한 시야를 넓혀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활발한 중급 레퍼토리

연구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함에 이 논문의 목적을 두는 바이다.

teacher perspectives and insights", British Journal of Music Education,

30/2(2013),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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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논문은 미국 작곡가 길록의 「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을 교수

학적으로 분석하고 각 악곡에 맞는 지도 방안을 탐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

었다. 본론에 앞서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적 특징과 성격 소품(character

piece)에 대해 알아보면서 낭만 스타일에 대한 보편적 개념을 확인한 후

전주곡의 장르와 발달 과정도 시대적 맥락에 의해 짚어보았다. 다음으로 아

직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인 길록의 피아노 교수학자로서의 생애

와 그의 음악적 특징, 작품 목록 등을 연구하였다.

본론에서는「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을 이루는 24곡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각 악곡의 표제적 내용 및 곡 성격 설명을 첨가하였으며

악곡의 분석적 측면에서는 각 곡의 구조, 화성, 프레이즈(phrase), 특징적인

짜임새(texture), 음형, 리듬 등을 중심적으로 분석하였다. 악곡의 구조에

대해서는 표를 사용하여 곡의 생김새를 일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한

내용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한 세분화 된 지도 방안 및 연습 방법을 악보와

함께 제시하였으며 이는 피아노 연주법 및 교수학 관련 서적의 내용을 바

탕으로 연구하였다.

위의 분석 및 해석에 덧붙여 각 악곡을 통해 연상될 수 있는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길록의 작품과 완전히 일치되기는

어려웠으나 고급 수준의 곡들과 연관 짓는 작업을 통해 고급 작품의 준비

과정으로서 이 곡집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피아노 교수학의

핵심 개념이라도 할 수 있는 ‘응용성(transfer of learning)'의 실천을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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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라 사료된다.3) 연구에 필요한 악보는 2008년 출

판된 알프레드 출판사(Alfred Music Publishing)의 「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50주년 기념 개정판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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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 Hinshaw Music, Inc, 198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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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의 피아노 교수학적 접근을 시도하기에

앞서 이 곡집에 대한 선행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파악하고 본 논

문이 갖는 차별성을 피력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낭만시대 작품과「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낭만주의 피아노 음악의 특징과 성격 소품(character piece)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길록이 ‘전주곡집’으로 이름 붙였으므로 전주곡의 기원과 전주곡의 발달

에 따른 성격 변화에 관해 서술하였다. 또한 이 곡집이 중급 학습자를 위

해 작곡되었다고 판단되었기에 중급 수준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적 내용을

캠프의 저서들과 우즐러의 저서를 주로 참고하였다.4)

1. 선행연구

최근 국내에서 중급 레퍼토리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길

록의 작품이 과거에 비해 많이 연주되고 있으나, 국내에 길록에 대해 참고

할만 한 문헌은 없었다. 길록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박세엘은

4) Max W. Camp, Developing P iano Performance, Uzler et al, The

Well-Tempered Keyboard Teacher(N.Y: Shirmer Books, 2003), Max W.

Camp, Teaching P iano: Synthesis of Mind, Ear and Body(L.A: Alfred Pub,

Co,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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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피아노 교육에 활용 가능한 미국 작곡가의 피아노 악곡을 연구하여

최근 높아진 미주 지역의 중급 수준 작품들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었다.5)

길록의 악보는 현재 대한음악사에서 피아노 작품집6)을 구입할 수 있고,

교보문고, 예스24, 반디앤루니스, 아마존 등 인터넷 서점에서 직수입 악보

를 주문할 수 있다.

길록에 관한 논문은 미국에서 발표된 박사 학위 논문 두 편이 있는데,

보나(Nancy Janes Bona)는 길록의 「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중 8곡

을 선정해 프레이즈와 클라이막스를 분석하고 피아노 교수학적으로 고려해

야 할 사항들을 박사학위논문 『길록의 전주곡 지도와 연주를 위한 분석적

제언』(An Analytical Guide to Teaching and Performing Selected Lyric

Preludes of William Gillock)에서 제시하였다.7) 총 24곡 중 8곡을 선택하

여 연구하였으므로 이 작품집의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미흡했다.

본 논문은 2015년 한국달크로즈저널에 게재된 필자의 논문8)에서 페이스

(Robert Pace, 1912-2011)가 나눈 조성별 그룹(group) 1, 2, 3, 49)에서 각

5) 박세엘, “중급 피아노 교육에 활용 가능한 미국 작곡가의 피아노 악곡 연구:

E.MacDowell, A.Copland, S.Barber의 작품을 중심으로,”(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6) William Gillock, Classic P iano Repertoire(Cincinnati: Willis Music Company,

2011).

7) Nancy Janes Bona, “An Analytical Guide to Teaching and Performing

Selected ‘Lyric Preludes' of William Gillock," (DMA diss., University of

Miami, 1995).

8) 조연경, “길록의 「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 연구,”『한국달크로즈저널』

24(2015).David Burge, Twentieth Century P iano Music, 박숙련 번역. 『20세

기 피아노 음악』(서울: 음악춘추사, 1997), 385.

9) 페이스는 각 조를 시각적, 터치의 면에서 일치되는 점에 따라 네 개의 그룹으

로 분류함으로써 모든 조성에 대해 경험하게 하는 여러 조에 의한 교습법을 창

안하였으며 그룹 1은 C·G·F, 그룹 2는 D·A·E, 그룹 3은 D♭·A♭·E♭, 그룹 4

는 G♭·B♭·B 의 조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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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장, 단조 한곡씩을 선정하여 8곡의 피아노 교수학적 내용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보나의 연구나 필자의 이전 연구보다 한층 확장된 24

곡 전곡의 교수학적 분석을 다루었다.

캐서린(Kathryn Starnes Duarte)은 머그라 박사(Jane Magrath)의10) 지

도하에 박사학위논문 『길록의 피아노 음악』(The Piano Music of

William Gillock)에서 길록의 전반적인 피아노 음악과 작곡 특성에 대해 연

구한 바 있다.11) 캐서린은 길록의 작곡 기법적 특징을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네 가지 특징은 첫째, 왼손으로 마지막 음을 연주하거나 왼손이 높은

음자리표의 선율을 연주하는 양손의 교차, 둘째, 음역(옥타브)의 변화를 통

한 음역의 확장, 셋째, 부분을 구별하거나 5도 화음(dominant)을 연장할

때, 비자연적인 화음(non-diatonic chord)이 나올 때 페르마타를 사용하는

것, 넷째, 현대를 포함한 다양한 시대의 상징적인 음향 표현을 작품 속에

나타낸 것이다. 캐서린의 논문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길록의 제자였던

도스키(Henry Doskey)와의 인터뷰였는데 이메일, 전화를 이용한 인터뷰

내용을 논문에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

의 심도 있는 접근을 통해 길록의 작곡 기법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급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레슨

10) 머그라 박사는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교 교수로 미국의 저명한 피아노 교수학

자이자 피아니스트이다. North Carolina 대학교와 Chapel Hill, Wesleyan 대학

에서 공부하였으며 Northwestern 대학교에서 최초로 피아노 연주와 교수학 모

두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녀의 저서 The P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 and Performance Literature에서는 각 시대별 작

곡가들의 레퍼토리를 수준별로 분류하였다.

11) Kathryn Starnes Duarte, “The Piano Music of William Gillock,”(DMA diss.,

University of Oklahom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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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레슨 방안은 필자의 의견을 각종 피아노 교수

학 관련 서적들에 근거를 두고 제시하였다.

그 외의 주요 정기간행물이나 기사로는 힐리(Martha Hilley)의 1993년

클라비어(Clavier)지 수록 ‘길록과의 마지막 인터뷰’(The Last Interview

with William Gillock), ‘길록의 프렐류드 해석’(Interpreting The Preludes

Of William Gillock), 그리고 도스키가 1994년 American Music Teacher지

에 게재한 ‘친구이자 스승: 길록(William Gillock: Teacher and Friend)’12)

을 언급할 수 있다.

논문과 정기 간행물에 나타난 길록에 대한 내용들은 미국 피아노 교수학

계에서 길록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고 피아노 교수학자로서 길록을 중요하

게 여긴다는 것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12) Henry Doskey, “William Gillock: Teacher and Friend,” American Music
Teacher, 2(199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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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낭만주의 피아노 음악과 성격 소품(character piece)

1830년 이후 19세기는 사회 분위기 변화에 따라 개인주의적 사고가 점

차적으로 증가하였다. 18세기의 합리주의적 사조에서 성악으로만 가능하다

고 여겼던 감정 표현이 기악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러 18세기

후반 이후 기악 음악은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다.

음악의 다양한 장르에서 문학적 소재가 선호되었고, 고전시대의 형식성

대신 주관성이 중시되며 음악의 뚜렷한 표현이 강조되었다. 화성과 기악

음악의 채색적 사용으로 새로운 음악적 요소가 구사되기도 하였다. 또한

리트(lied), 피아노 소품, 서곡(overture), 징슈필(singspiel) 등 이전 시대에

는 변방에 있었던 장르들이 인기를 끌었다.

가장 큰 특징은 상반되는 형식적 경향이 공존하는 것이었다. 전통과 혁

신, 표제음악과 절대음악, 기악 소품과 대규모 음악의 대조가 그 예이다.

피아노라는 악기의 발달과 보급도 낭만주의 음악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

었는데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이 좋아했던 브로드우드(Broadwood) 피아노가, 프랑스에서 에라르(Erard)

와 쇼팽(Frédéric Chopin, 1810-1849)이 즐겨 사용한 플레이엘(Pleyel) 피아

노가 나왔다. 이때부터 공공연주회장이 생겨나 많은 사람들이 음악회를 즐

길 수 있게 되었는데 19세기 중엽에는 철로 된 골조와 해머, 꽉 조인 현을

사용함으로써 피아노의 음색은 더욱 새로워지고 음역도 넓어져 큰 공간에

서의 연주가 용이해졌다. 피아노의 변화에 따라 피아노 연주 테크닉에도

변화가 생겼으며 손목의 사용과 톤(tone)을 중시하였다. 또한 페달의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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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사용은 풍부한 음량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슈베르트(Franz

Schubert, 1797-1828),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Bartholdy, 1809-1847),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 쇼팽,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 등이 이 시기에 활동하였으며 뛰어

난 기교를 과시하는 비르투오조(virtuoso) 피아니스트로는 리스트가 유명하

였다.

대규모 음악회장과 대조적으로 살롱 음악회도 많이 열렸고 작곡가들은

살롱 음악회를 위한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18

세기에는 주로 피아노 독주곡으로 소나타가 작곡되었으나 낭만주의 피아노

작품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은 감정 표현의 다양성을 추구하기에 적

합한 짧고 특징적인 성격소품이 많이 작곡되었다는 점이다.

성격소품은 단순한 가곡 형식이 많았고 왈츠(Waltz), 마주르카(Mazurka),

폴로네이즈(Polonaise), 폴카(Polka) 등 춤곡에서 유래한 곡들이나 야상곡

(Nocturne), 발라드(Ballade), 랩소디(Rhapsody), 엘레지(Elegy), 무언가

(Impromptu), 판타지(Fantasy), 로망스(Romance) 등과 같이 시적인 분위기

를 표현한 곡들, 음악 외적인 관념과 연관된 묘사적인 작품들, 바가텔

(Bagatelle), 악흥의 한때(Moment Musical), 간주곡(Intermezzo) 등도 발표

되었다. 대부분 표제 음악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형식들 간의 연관

성을 강조하고자 몇 개씩 묶여서 모음곡처럼 출판되는 경우가 많았다.

성격 소품의 대표적인 작곡가는 쇼팽이었다. 쇼팽은 거의 피아노곡만을

작곡하였으며 살롱 음악회에서의 친교적 모임을 위해 정교한 소품들을 많

이 발표하였다. 다양한 느낌을 피아노에서 표현하고자 하였고 페달을 이용

한 레가토, 독특한 화음과 리듬, 루바토(rubato)의 사용으로 개성적인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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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보여주었다.

19세기 중․후반에는 문학적 낭만주의에서 비롯된 상징주의(Symbolism)

가 프랑스 시인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어 이는 미술과 음악에서의 인상주의

(Impressionism)와도 깊은 관계를 가지며 문학과 서로 소통하였다. 인상주

의 피아노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18)와

라벨(Maurice Ravel, 1875-1937)도 상징주의 시에서 영향을 받은 인상주의

작곡가들이지만 둘은 음악적인 차이점을 보이기도 한다. 드뷔시는 선법과

5음 음계, 온음 음계를 사용하여 신비하고 이국적인 음향을 만들어냈다. 라

벨은 드뷔시의 음악에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선율선, 뚜렷한 리듬 등 드

뷔시의 음악보다 명확한 느낌을 준다.13) 이들의 음악은 20세기 이후 현대

음악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13) David Burge, Twentieth Century P iano Music, 박숙련 번역. 『20세기 피아

노 음악』(서울: 음악춘추사, 1997),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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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주곡 (Prelude)

전주곡은 ‘프렐류드’로 불리며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곡의 시작 전

에 곡의 조성을 알려주거나 즉흥적인 연주로 곡의 분위기를 암시하는 기능

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 된 전주곡은 르네상스 시

대 북독일의 스텐달(Stendal) 수도원장 아담 일레보르(Adam Ileborgh)의

오르간을 위한 태블러추어 필사본(tablature, 1448)14)이다. 일레보르 필사본

에 비해 악상의 발전이 이루어진 북스하임 오르간곡집(Buxheim organ

book)15)에는 여러 작곡가들이 작곡한 30여곡의 전주곡이 수록되어 있었

다.16)

이후 바로크 시대에 이르러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의

「평균율 곡집」(Das wohltemperierte Klavier)에서는 한 옥타브를 반음으

로 12등분하는 평균율 조율법에 따라 24개의 모든 조성으로 전주곡과 푸가

가 작곡되었다. 바흐는 「평균율 곡집」 제 1권 자필악보에서 이 곡집이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음악 학습을 원하는

젊은 음악인들에게는 학습을 위해, 숙달된 연주자들에게는 즐거운 오락을

위해 작곡되었다는 설명을 명시하였다.17)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많은 작곡가들이 바흐의 영향을 받은 전주곡 작품

14) 태블러추어: 5선보에 의하지 않고 알파벳 문자나 숫자를 써서 음표를 표기하

는 기보법

15) 북스하임 오르간곡집: 1460년경 쓰여진 오르간 곡집으로 250곡 이상의 오르간

곡이 수록되어 있다. 오래된 독일의 오르간 태블러추어로 기보되어 있다.

16) 김경임, 『피아노 음악』(서울:계명대학교 출판부, 2003), 54-55.

17) 김경임, 『J.S.바흐의 건반음악』(대구:경북대학교 출판부, 2013),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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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발표하였다. 멘델스존의 ‘6개의 전주곡과 푸가’(Six Preludes and

Fugue Op.35, 1832-1837), 리스트의 ‘바흐 주제에 의한 전주곡과 푸

가’(Prelude and Fugue on B-A-C-H, 1855), 브람스의 ‘오르간을 위한 두

개의 전주곡과 푸가’(Two preludes and fugues for organ, 1856-1857), 프

랑크(César Franck, 1822-1890)의 ‘전주곡, 코랄, 푸가’(Prelude, choral and

fugue, 1884)가 그 예이다.

낭만주의 시대의 전주곡 중 가장 유명한 쇼팽의 「전주곡집」(Preludes

Op.28, 1836-1839)은18) 바흐의 평균율 곡집과 마찬가지로 24곡으로 이루어

져 있다. 쇼팽은 바흐를 매우 존경하였고 연주회 전에 바흐의 평균율을 즐

겨 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19) 1836년부터 1839년까지 쇼팽이 연인 상드와

마요르카(Mallorca)에서 지낼 때 완성된 곡이며 쇼팽이 전주곡을 작곡하던

이 시기에는 멘델스존에 의해 바흐의 작품이 연주되며 그의 음악이 재평가

를 받고 있었다.20) 쇼팽의 전주곡집을 이루는 각 곡들은 푸가와 짝을 이

루거나 모음곡의 도입부를 이루었던 이전 시대의 전주곡들과는 달리 하나

의 모티브에 기초를 두어 분위기나 순간적인 인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모두 독립된 곡으로 연주될 수 있으나 전주곡집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된

작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좋다. 2부 또는 3부 리트형식으로 관계조를 5도권

의 순서로 배치하여 작곡된 것은 바흐가 관계 장·단조를 번갈아 반음계적

으로 배치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각각의 작품들은 12마디에서 90마디까지

짧은 곡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뚜렷한 분위기와 구체적인 기교상의 문제를

18) 쇼팽의 전주곡은 총 26곡으로 작품번호 28의 24곡과 전주곡 C# 단조, 유작인

전주곡 A♭ 단조가 있다.

19) 김애자, 『시대별 작곡가 및 연주관습 총정리』(서울:상지원, 1996), 101.

20) 김선영, “쇼팽의 24개 프렐류드”, 『피아노 음악』369/12(2012),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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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21) 쇼팽은 전주곡을 푸가 없이 독립적으로 연주될 수 있는 예술

적 가치를 지닌 곡으로 승화시켰으며 푸가를 과감히 삭제해 연주자와 청중

의 상상력을 자극하였다. 이후 전주곡은 더 이상 즉흥적이거나 곡의 시작

전에 연주되는 곡이 아닌 독립적인 악곡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쇼팽 이후에 스크리아빈(Alexander Scriabin, 1872-1915), 시마노프스키

(Karol Szymanowski, 1882-1937), 라흐마니노프(Sergei Rachmaninoff,

1873-1943), 드뷔시, 카발레프스키(Dmitry Kabalevsky, 1904-1987), 앤타일

(George Antheil, 1900-1959), 거쉰(George Gershwin, 1898-1937), 메시앙

(Oliver Messiaen, 1908-1992), 히나스테라(Alberto Ginastera, 1916-1983),

셀시(Giacinto Scelsi, 1905-1988), 마티누(Bohuslav Martinu, 1890-1959),

쇤베르크(Arnold Schonberg, 1874-1951) 등의 작곡가들도 전주곡을 작곡하

였는데 곡의 서주 역할을 하는 기능은 없고 특정한 분위기를 표현하거나

음악의 상징성, 테크닉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21) 김애자, 『시대별 작곡가 및 연주관습 총정리』, 10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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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급 수준의 교육적 내용

피아노 페다고지의 본질을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밝힌 저서로 유명한 캠

프(Max W. Camp) 교수는 그의 책 『Developing Piano Performance』에

서 중급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술했다.

중급에서는 여러 개념들이 한 악보 속에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

다. 종합적인 조절능력, 즉 청각, 리듬, 기교적 조절능력을 발휘해야할

내용은 다양한 조성과 리듬의 등장, 화성이나 대위법적으로 복잡한 짜

임새 안에서의 멜로디 표현, 건반에서의 움직임 증가, 양손에서 서로

다른 아티큘레이션의 표현, 한 곡 안에서 대조되는 터치의 표현, 불일

치 되는 부분들의 증가 등을 포함한다.22)

캠프의 의견을 토대로 삼고 필자는 중급 수준의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음악적 개념들의 주요 영역을 미국에서 출판된 우즐러(Marienne Uzler et

al.)의 저서『피아노 교수법-최고의 길잡이』에 의거하여 살펴보았다.

그녀에 의하면 중급 시기에서 교사는 테크닉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

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학

생에게 맞는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중급 과정에서는 특별한

교본 없이 곡 위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중급 과정에서도 그에 상응

하는 테크닉 교재와 곡집을 사용해주어야 한다. 테크닉 교재와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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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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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하고 있는 곡이 맞지 않을 경우 교사는 현재 연주하는 곡과 밀접한 테

크닉 곡을 선정하여 연습시켜야 한다. 테크닉은 레퍼토리와 연관시켜 통합

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레퍼토리와 관계없는 스케일이나 연습곡 등은 테크

닉 연습 그 자체로 끝나버릴 수 있다.

긴 프레이즈의 레가토 표현, 손가락의 유연한 교체, 손목·앞팔·손가락을

이용한 다양한 스타카토 연주, 한손과 양손으로 4옥타브의 장·단조 스케일

연주하기, 트릴과 꾸밈음, 화음의 레가토, 옥타브 연주, 아르페지오를 한손

으로 연주, 양손의 독립과 각 손가락의 독립, 3화음에서의 voicing, 다양한

음역에서 양손으로 4화음을 한꺼번에 연주, 반주 스타일 익히기, 악보에서

의 유동적이고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것, 셈여림·음색·분위기에 대한 이해

도 향상, 당김음 페달과 리듬페달, 소프트 페달(una corda)의 사용, 속도·

힘·지구력과 일관성 기르기 등은 중급 시기에서 향상시켜야 할 기본적인

테크닉 개념들이다.

또한 우즐러는 『피아노 교수법-최고의 길잡이』의 중급 학습자를 위한

레퍼토리 예시에서 길록의 「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을 강하게 추천

하였고 이 책의 부록에서도 테크닉을 발달시킬 수 있는 연관 레퍼토리 예

시에서 길록의 「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중 다섯 곡(간주곡, 비상,

밤 여행, 세레나데, 달빛)을 제시하여 중급 학습자들의 교육용 작품으로서

「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의 가치를 다시한 번 확인시켜주었다.23)

우즐러가 제시한 중급단계에서 기본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테크닉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들인 독립성, 기동성, 음색 조절의 구체적 사항들을 표로 정

리했다.(<표 1> 참고) 여기서 ‘독립성’은 각 손가락의 독립이 아닌 각 성부

23) Uzler et al, The Well-Tempered Keyboard Teacher, 4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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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립을 뜻하며 ‘기동성’은 짧은 음가로 이루어진 빠른 패시지에서의 손

가락 움직임뿐만 아니라 템포나 화성, 음역의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여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중급 수준에서 다루어야 할 세부적 개념

구분 내용

독립성

(independence)

- 손가락 및 각 손의 독립 (오른손잡이일 경우 왼손의

독립)

- 셈여림과 아티큘레이션의 독립(각 손이 다른 셈여림과

아티큘레이션을 표현, 주로 멜로디와 반주로 이루어진

곡에서 나타난다)

- 한손 또는 양손으로 두 개의 독립된 성부 표현(동등하게

표현되어야 하는 두 개의 성부)

- 표현(장식음, 화성, 재편곡 등)의 독립

- 한 손 안에서의 2성부 표현(voicing: 강조되어야 하는 한

성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성부)

기동성

(mobility)

- 손과 손가락의 빠른 움직임

- 빠른 화성 변화에 대처하기

- 여러 음역으로의 빠른 이동과 그에 따른 몸의 움직임

- 다양한 빠르기, 셈여림, 구조에서의 연주

음색 조절

(tonal control)

- 댐퍼페달과 소프트페달 사용

- 셈여림, 음색, 분위기에 대한 이해

- 음역에 따른 음량 조절

- 페달과 손을 적절히 이용한 음색 조절

위의 내용은 청각적인 측면에서 양질의 소리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서 손가락 운동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청음, 즉 듣기(listening)와 밀접

한 관련을 가진다. 낭만 피아노 음악은 다른 시대보다 더더욱 소리의 질과

뉘앙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신체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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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나 자세에 한층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내용의 표현을 위한 상상력

의 발휘, 그것을 소리로 연결하기, 나아가서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음악 외

적인 내용에 관심 갖기 등의 습관이 이 시대의 음악을 다루면서 익혀져야

한다. 그러므로 중급과정에서는 특별히 상상력과 이미지를 음으로 형상화

하는 학습의 강화를 통해 고급과정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다.

위의 서술 내용과 표로 분류된 항목들은 본 논문에서의 교수학적 고찰의

판단 근거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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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윌리엄 길록

1. 생애

길록은 음악 교육자이자 피아노 음악 작곡가로 1917년 7월 1일 미국 미주

리 주 서남쪽의 라 루셀(La Russell)에서 태어났다. 그는 장남으로 네 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었고 친척들과도 가까이 살며 서로 밀접한 교류를 하고

지냈다.

악기 연주를 즐겼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친숙한 분

위기 속에서 자랐으며 세 살 때 처음으로 피아노를 연주하였다. 어린 시절

부터 그가 태어나고 살던 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어서 피아노 레슨을 받으

려면 15마일이나 떨어진 카시지(Carthage)24)라는 곳까지 가야만 했는데 길

록은 차로 힘들게 이동하여 몇 년간 레슨을 받았다. 길록의 첫 피아노 스

승이었던 켈로그(Mary Kellogg)는 주로 유명 작곡가들의 곡을 암기하게

하는 방식으로 길록을 가르쳤다. 대학 입학 전에는 한 명의 선생님에게만

배웠는데 그는 어린 시절의 피아노 레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피아노 선생님은 친절하고 연주도 잘하는 분이었지만 조표가 하나밖

에 없는 곡들을 배우던 나에게 갑자기 조표 여섯 개가 있는 곡을 연주

하게 하셨다. 나는 악보를 읽을 수가 없어 선생님의 연주를 보고 집에

와서 아까 들은 소리가 맞는지 기억을 되새기며 연습을 하곤 했다.25)

24) 미국 미주리 주 재스퍼 카운티에 있는 도시이다.



- 20 -

이후 길록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고 미술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하였다.

미국 미주리 주의 페이엣(Fayette)에 있는 중앙 감리교 대학(Central

Methodist College)이었다. 그러나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아 음

악 관련 강의들을 찾아서 듣던 중에 스승 라이트(Nannie Louise Wright,

1879-1958)26)를 만나게 된다.27) 라이트는 192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

꽤 유명했던 작품들을 남긴 미국 작곡가이다.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지

못했던 길록에게 그녀는 악보 보는 법, 연주, 작곡에 관한 전반적인 가르침

을 주었고 길록은 이것을 토대로 작곡을 시작하게 된다. 라이트의 권유로

작곡한 곡들 중 몇 곡이 셔머(G. Shirmer)사에 의해 출판되었다. 이 때 출

판된 작품들이 ‘Starlight Waltz’(1954), ‘By a Sylvan Lake’(1942), ‘A

Woodland Legend’(1942), ‘Sunset’(1942)이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절에 작곡을 통해 수입을 올리게 되자 길록은

작곡하는 일에 매진하였지만 이론적 배경이 부족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

게 되고 뉴올리언스(New Orleans)로 이주를 하여 음악과 관련이 없는 다

른 일들을 하게 되면서 1946년부터 1953년까지는 작곡활동을 중단하였다.

25) Martha Hilley, “The Last Interview with William Gillock," Clavier 11(1993),

12.

26) César Saerchinger, “Nannie Louise Wright,” in International who's who in

music and musical gazetteer; a contemporary biographical dictionary and a

record of the world's musical activity(1918), 707.
27) 라이트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1879년 6월 30일 미국 미주리주 페이엣에

서 태어났다. 하워드 페인 대학(Howard Payne College)에서 음악학사, 석사를

취득하고 콜롬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였다. 시

카고에서 체이스(Mary Wood Chase)와, 베를린에서 레빈(Josef Lhévinne)과 공

부하였다. 모교인 하워드 페인 대학에서 10년간 지휘자 겸 교수로 활동하였으

며 현대음악연주그룹에 소속되어 연주활동을 하였다. 미주리 주 음악 지도자

협회(Music Teachers Association)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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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록이 처음 뉴올리언스로 이주하였을 당시에는 2차 대전 시기였고 항공기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광고 회사에서 일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우

연한 기회에 뉴올리언스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쇼에서 가수들의 반주를 맡

게 되면서 다시 음악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반주를 하며 쌓인 인맥으로

보컬 스튜디오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보컬 스튜디오의 피아노 학생 30

명 정도를 인계 받아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이었다. 처음 가르치기 시작할

당시 초급 학생은 없었는데, 길록은 이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자

신이 초급자였던 시절에 피아노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했으므로 본인

이 초급자를 가르칠 만한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술의 필요성을 느낀 길록은 1950년대 후반에 유명

한 피아노 교수학자 프란시스 클락(Frances Clark, 1905-1998)28)의 워크샵

에 참여하게 된다. 배턴 루지(Baton Rouge)29)에서 열린 워크샵 참여는 그

가 피아노 교육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클

락이 자신의 교재 Time to Begin으로 초급자 두명의 첫 레슨을 하는 모

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뉴올리언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지

3년 남짓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워크샵을 통해 그는 피아노 전공자가 아

니더라도 피아노 교사로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28) 클락은 20세기 후반 피아노 페다고지의 역사에 한 획은 그은 사람으로 성공적

인 영재 피아니스트 교육으로 전 미국에 알려져 있었다. 미국 미시건 주 칼라

마주 대학(Kalamazoo College) 음악학부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피아노 교사 양

성 프로그램을 대학에 도입하였다. 프란시스 클락 키보드 페다고지 재단을 설

립하여 각종 세미나, 워크샵 등을 개최하였고 1955년 뉴저지(New Jersey)의 웨

스트민스터 콰이어 컬리지(Westminster Choir College)에 피아노 페다고지과를

창설, 대학원 과정으로까지 발달시켰다.

29) 미국 루이지애나(Louisiana) 주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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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의 워크샵에 참여한 이후 그의 피아노 교육에 대한 관점에 많은 변

화가 생겼다. 악보에 나온 음표의 길이 이외에 리듬, 박자의 개념을 익히는

것, 듣기 능력 향상 등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된 길록은 “이 워크샵을

통해 음악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30)

길록은 1943년부터 1969년까지 21년간 뉴올리언스에서 생활하며 개인 스

튜디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1970년에 달라스로 이주하였다. 달라스에

서 피아노 레슨은 더 이상 하지 않았고 작곡, 워크샵, 심사 등에 전념하였

다. 약 1400명의 학생 회원들로 이루어진 주니어 피아니스트 협회(The

Junior Pianist Guild)의 대표를 21년간 역임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 음악

지도자 협회(MTNA)31), 미국 동남부 딕시 지역의 음악 중앙회(Dixie

District of National Federation of Music Club)에서도 회장을 역임하였다.

길록은 긴 투병 끝에 1993년 9월 6일, 76세의 나이로 미국 텍사스의 데소

토(DeSoto)에서 사망하였다. 생전에 그에게 배우거나 그의 작품을 통해 배

운 많은 강사, 작곡가, 피아니스트들이 현재 활동 중에 있으며 그의 음악은

피아노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유산으로 남았다.

30) Martha Hilley, “The Last Interview with William Gillock," Clavier

34/6(1993), 13.

31) MTNA(Music Teachers National Association): 1876년 설립된 음악 교사 협

회로 미국 50개주 500개 이상의 지역에 회원수 약 22,000명으로 지역별로 교사

인증 프로그램과 콩쿨, 교사와 학생을 지원하는 재단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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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세계

길록은 어린 시절 어려운 방식으로 피아노를 배웠으므로 그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학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레퍼토리를 찾고자 하였고 음악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라이트의 작곡 스타일

을 모방하는 것에 그쳤으나, 곧 자신만의 스타일로 어린이들을 위한 쉬운

곡들을 작곡하게 되었다.

그는 비록 체계적인 작곡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화성과 음악분석에 능했

으며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이 부분을 매우 중요시 하였다. 또한 분석 없

이는 어떠한 음악적인 것도 할 수 없다고 믿었기에 곡의 클라이막스

(climax)를 위해 큰 소리를 아껴놓아야 하고, 악구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

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32) ‘즉각적인 응용이 불가능하다면 초급 수준의 음

악 이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라이트의 말을 인용하여 음악 이론 이해

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33)

길록은 뉴올리언스에 살던 기간 중 많은 피아노 솔로곡들을 발표하였는

데 ‘My Toy Duck’(1956), ‘Sonatina in Classic Style’(1959), ‘Yo-Yo

Tricks’(1959), ‘Fountain in the Rain’(1960), ‘Harlequin’(1961),

‘Flamenco’(1963), ‘French Doll’(1964), ‘Three Jazz Preludes’(1968),

‘Adagio Esotico’(1969) 등이 이 시기에 발표된 곡들이다. 여러 곡들을 모아

32) Martha Hilley, “The Last Interview with William Gillock," 15.

33) Nancy Janes Bona, “An Analytical Guide to Teaching and Performing

Selected ‘Lyric Preludes' of William Gillock,”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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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집으로 출판한 작품들은 「Accent On series」(1962-1964), 「New

Orleans Jazz Styles」(1965), 「Folk Songs and Rhythmic Dances」

(1969), 그리고 네 단계로 이루어진 교재 「Piano All the Way」이다.

달라스로 이주한 이후에 작곡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고 미국

남부 지방을 연상하게 하는 ‘Deserted Plentation’(1987), ‘Lazy

Bayou’(1987)와 같은 작품들을 이 시기에 발표하였다. 또한 ‘Champagne

Toccata’(1977)와 같은 두 피아노와 여덟 손을 위한 앙상블 작품도 발표하

였다.

길록의 피아노 작품들은 거의 ABA형식으로 서정적인 선율선에 온음계

적 화음을 배치하였다. 선율들의 진행은 다양하여 순차적인 경우도 있고

급격한 진행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예상하지 못한 화음이나 온음 음계

적 연결구로 진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간결한 움직임으로 화성 진행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의 작품 스타일은 선율과 반주 사

이에 확연한 차이를 보였고 셈여림에 있어서도 ppp에서 fff까지의 넓은 영

역을 나타내었다. 자유로운 루바토(tempo rubato)나 늘임표(fermata), 음을

끌어주라는 지시(lingering)를 하여 템포에 있어서 유연함을 보이기도 한다.

길록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폭넓은 범위로 악곡 수준을 세분화하여 작곡한

것을 알 수 있었고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시대의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작품들을 남겼다.

캐서린은 길록의 피아노 음악 전반에서 나타나는 작곡 기법적 특징들을

양손의 교차, 반복되는 선율에서 옥타브의 변화, 늘임표의 사용, 관용적인

음색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34)

34) Kathryn Starnes Duarte, “The Piano Music of William Gillock,”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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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길록의 작곡기법적 특징

작곡 기법 특징

양손의 교차

(crossing hands)

-마지막 종지로 가기 위한 양손교차

-왼손이 높은음자리표 음역에서 멜로디를 연주

-(높은 음역의) 마지막 음을 왼손으로 연주

옥타브의 변화

(octave displacement)

-A부분의 재현이 다른 옥타브에서 이루어짐

-간결한 모티브를 각기 다른 세 옥타브에서 반복

-마지막 음을 더 높은 옥타브나 낮은 옥타브에 배치

늘임표의 사용

(fermana usage)

-형식의 구분을 위한 사용

-으뜸화음의 기능을 연장하기 위한 사용

-비화성음을 강조하기 위한 사용

관용적인 음색

(idiomatic sounds)

-바로크

-고전

-낭만

-온음계

-재즈와 블루스

-스페인과 라틴음악

-동양음악

-중동음악

캐서린이 분류한 사항들을 참고하여 필자는 기법적 특징들을 다음과 같

이 정리하였다. 즉 건반상에서 친숙하지 않은 포지션을 특히 중급과정에서

는 자주 경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왼손의 크로스가 잦게 일어나 높

은 음역을 담당한다든지 여러 옥타브에서 음역을 골고루 사용하였다는 점

에서 음역의 확장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이 드러난다. 늘임표는 이론보다

청각적인 느낌으로 악곡의 구조나 화성의 변화를 구분하게 해 주는 장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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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바로크, 고전, 낭만 시대를 비롯하여 20세기 이후의

재즈와 블루스까지 포괄하는 각 시대의 다채로운 음향과 스타일을 경험하

게 하려는 배려를 그의 작품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nfare and Other Country Scenes in Baroque Style」, 「Accent on

Classical」, 「Accent on Rhythm & Style, New Orleans Jazz Styles」

등의 작품집은 시대별 스타일의 학습을 위한 탁월한 작품집들이다. 특히

Accent on 시리즈에는 다양한 분위기와 리듬, 조성, 스타일이 총망라 되어

있었다. 길록은 미국적인 분위기를 잘 나타내는 재즈와 크리스마스, 미국의

자연 환경에 대한 작품들도 많았고 다수의 앙상블 작품집과 편곡 작품집도

발표하였다. 그는 다양한 시대를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초급과정을 위한

교본 시리즈로부터 고급 수준에 이르는 곡들을 광범위하게 작곡하여 많은

학습자들에게 교육용 레퍼토리를 제시하였다.35)

35) 주요작품목록 참고,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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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자로서의 위상

길록은 뉴올리언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으나 여전

히 작곡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는 레슨에서 다루는 곡들이 음악적인 매력

이 결여되고 학생들의 주의를 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껴 교육용

목적을 가진 흥미로운 레퍼토리들을 작곡하기 시작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점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경

험하게 해 주고, 초급 학생이든 중급학생이든 그들 스스로 각자의 방법으

로 음악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첫 레슨부터 최우선되어야 할

것은 학생이 교사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

다.36)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특색 있는 곡을 통해서 음악적 지평을 넓혀

가게 하는 것은 길록에게 매우 중요했다. 정규 음악교육을 받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배

려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창의적 시각을 갖게 만들었다.

길록의 교육적 원칙과 방식은 그의 첫 교육용 교재 「Now I Can Pla

y」(1971-1979)에 잘 나타나 있는데, “Test Yourself”를 통해 학생들이 교

사로부터 독립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Piano All the

Way」의 서문에서도 연습 계획을 잘 따라 하면 교사의 도움 없이도 연주

를 잘 할 수 있다고 밝혔다.37) 이 교재들은 출간 이후 미국의 피아노 교사

들이 꾸준히 선호하는 대표적인 초급 교본들이다.

36) Martha Hilley, “The Last Interview with William Gillock," 15.

37) William Gillock, 『Piano All the Way: Level One』(Cincinnati, OH: The

Willis Music Co.,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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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록은 많은 학생들의 심사에 참여하면서 모든 학생의 연주에 대해 칭찬

할만한 점을 발견하였고, 학생들이 음악적 표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38) 그는 먼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평가를 한 후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방식을 모두 좋아하였고 심사위원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길록의 심사 방법은 동료였던 오스틴(Glenda Austin)에게도 영향을 미쳤

는데, 그녀가 처음 심사를 시작할 당시 길록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심사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조언해 주었다. 그는 리듬, 템포, 톤, 스타일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하였는데 아주 연주를 잘 하는 학생, 평범한 학생, 연주를

못하는 학생 모두를 칭찬할 수 있는 어휘들을 구사하였고 그 학생들을 가

르친 교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심사평을 하였다. 이 같은 면은 피아노

교수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할 본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길

록의 출중한 피아노 교수학자로서의 면모를 재확인하게 된다.

그는 평생 가진 다수의 워크샵 강연을 통해 학생들이 진정 배우고자 하

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멜로디와 리듬의 활동성’은 작곡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수 천명의 교사들에게 전달하였다.

오스틴은 그의 많은 워크샵에 참여하였고 “그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좋아하게 하는 카리스마가 있다”고 말했다. 1988년부터 사망한 해인

1993년까지는 올슨(Lynn Freeman Olson)의 추천으로 음악 잡지 클라비어

(Clavier)지에 칼럼을 기고하였다.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을 음악적, 테크닉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의 음악에 대한 소신은 더욱 확고해 졌다. 그는

“테크닉을 조절하는 것이 절대 연주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

38) Henry Doskey, “William Gillock: Teacher and Friend,”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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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39)

길록이 사망한 이후에도 그의 작품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어 도스키

(Henry Doskey)40)는 “The Complete Piano Music of William Gillock”이라

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도스키는 현존하는 길록의 제자이자 피아니스트

로 동 캐롤라이나 대학교(East Carolina University)의 교수이기도 하다.

1950년대 중반 10대 시절부터 길록을 만나 길록이 달라스로 이주하기 전까

지 함께 35년간 사제지간으로 지냈다. 도스키는 “나는 매일 길록 처럼 학생

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라고 캐서린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41) 그는 길

록의 작품이 출판되기도 전에 좋은 작품들을 발굴하여 연주하기도 하였다.

1998년 오스틴은 일본 길록 협회(Gillock Society)의 창립자인 야스다

(Hiroko Yasuda)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교육적 목적으로 길록의 몇

몇 작품들을 녹음하였다. 야스다는 길록 작품의 서정성과 테크닉적으로 쉽

39) William Gillock, “Commissioned by Clavier," Clavier 10(1989), 31.
40) 도스키는 뉴올리언즈에서 태어나 제인 베스틴(Jane Bastein)과 제임스 베스틴

(James Bastein) 부부에게 배웠으며 남부 감리교 대학(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취득, 1982년 인디애나 대학교(Indiana

University)에서 피아노 연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위스콘신 주립대

학에서 가르치다가 북 캐롤라이나(North Carolina)로 이주하여 동 캐롤라이나

음악대학(East Carolina Music College) 에서 2010년까지 피아노 뿐만 아니라

피아노 문헌, 실내악 등을 가르쳤으며 “피아노 전공자들을 위한 테크닉

(Keyboard Skills for Piano Majors)"을 개발하였다. 길록과 관련된 행사나 렉

처 리사이틀 등에 활발히 참가하였으며 길록과 관련된 워크샵 ‘The Lyric

Preludes and Their Use as a Tool to Develop Long Rage Listening’, ‘The

Gillock World Tour: Using the Solos of William Gillock to Teach World

Music Styles’, ‘The Influence of the Impressionist Composers on the Music

of William Gillock’등을 개최하였다. 「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 작곡 당

시 길록의 학생이었던 그는 2008년 「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 50주년 개

정판에 24곡 전곡을 녹음하여 악보집에 첨부하였다.

41) Kathryn Starnes Duarte, “The Piano Music of William Gillock,”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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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연주할 수 있는 면들이 성인 학습자들에게도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의 작품은 피아노를 가르치는 많은 교사들에게 교육용 작품으로 널리

사랑 받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다수의 워크샵이 현재까지도 미국내외에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교육자로서의 철학과 업적은 교수학

적으로 타당한 주목에 값하는 것이며 그의 대표작 「낭만스타일 서정적 전

주곡집」을 최초로 국내에 소개하는 본 논문의 당위성을 강화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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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

 1. 작곡배경

「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은

짧은 스물 네 곡들의 모음집으로 길록이 뉴올리언스에 살고 있던 1950년대

에 그의 조카 존(Jon)을 위해서 열 마디 정도의 짧은 곡을 작곡한 것에서

부터 시작되었다.42) 이 곡집의 세 번째 곡 ‘10월의 아침’(October Morning)

이 바로 그 곡이다. 하지만 짧은 한 곡만으로는 출판을 할 수가 없었으므

로 스물 네 개의 짧은 성격소품(character pieces)43)으로 새로운 피아노 모

음곡집을 만들기로 하여 낭만주의 스타일의 서정적 전주곡집이 완성되었

다.

「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은 1958년 처음 출판된 이래 길록의 작

품 목록 중 가장 많이 연주되고 사랑받는 레퍼토리가 되었으며 1991년 작

곡가의 감독 아래 그의 의도에 좀 더 가깝게 재판되었다. 알프레드사에서

는 2008년, 출간 50주년을 기념하여 도스키의 연주 CD가 첨부된 「낭만스

타일 서정적 전주곡집」50주년 개정판을 출판하였다.

42) William Gillock, 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2.
43) 19세기 피아노 음악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낭만주의 작곡가들에게 사랑받

았던 음악 장르로 일반적으로 서정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길이가 짧으며, 비교

적 단순한 구조(변형된 ABA의 3부 형식)로 되어있다. 그리고 어떤 대상과 사

건 등에서 야기된 특정 분위기 혹은 작곡가의 감정은 제목을 통해서 그 내용이

암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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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집 개관

이 곡집은 바흐의 평균율 곡집과 쇼팽의 전주곡집에서 영감을 받아44)

스물 네 개의 조성으로 작곡되었다. 길록의 다른 작품집들, Accent on

Majors, Accent on Majors & Minors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초급

시기부터 학습자들에게 여러 조성을 학습하게 하는 데에 관심이 많았다.

길록은「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을 통하여 중급과정의 학생들이 24

개의 조에서 자신 있게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자 하

였다. 각 곡의 순서와 배열을 관계 단조라는 익숙한 이론이나 동일한 조표

라는 시각적 기준 보다는 장조 곡 뒤에 관계조가 아닌 나란한조의 단조곡

이 따라 나오는 순서로 정해 학습자의 청각적 경험을 배려하고 있다. 음악

을 느끼는 데 있어 시각보다는 청각을 중요시 하였던 길록의 의도가 엿보

인다. 각 곡의 제목과 조성은 다음과 같다.

<표 3> 「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의 조성

44) William Gillock, 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2.

번호 제목 조성

1 숲의 속삭임 (Forest Murmurs) C 장조

2 바다 풍경 (Seascape) c 단조

3 10월의 아침 (October Morning) G 장조

4 버려진 무도회장 (Deserted Ball Room) g 단조

5 전설 (Legend) D 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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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록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되는 쇼팽의 「전주곡집」

(Preludes Op.28)은 푸가와 짝을 이루거나 모음곡의 도입부를 이루었던 이

전 시대의 전주곡들과는 달리 각 곡은 하나의 모티브에 기초를 두어 분위

기나 순간적인 인상을 표현한 것으로 모두 독립된 곡으로 연주될 수 있다.

6 간주곡 (Interlude) d 단조

7 인어의 노래 (Song of the Mermaid) A 장조

8 여름 폭풍 (Summer Storm) a 단조

9 빛바랜 편지 (A Faded Letter) E 장조

10 잠자리 (Dragon Fly) e 단조

11 달빛 (Moonlight Mood) B 장조

12 가을 스케치 (Autumn Sketch) b 단조

13
중국 황제의 행진

(Procession of the Mandarin)
G♭ 장조

14 겨울 풍경 (Winter Scene) f# 단조

15 세레나데 (Serenade) D♭ 장조

16 벌새 (Humming Bird) c# 단조

17 다이애나 분수 (Fountain of Diana) A♭ 장조

18 유령 기사 (Phantom Rider) g# 단조

19 비상 (Soaring) E♭ 장조

20 조용히 내리는 눈 (The Silent Snow) e♭ 단조

21 밤의 노래 (Night Song) B♭ 장조

22 밤 길 (Night Journey) b♭ 단조

23 추억의 발렌타인 (An Old Valentine) F 장조

24 마녀의 고양이 (A Witch's Cat) f 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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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조를 5도권의 순서로 배열하여 작곡되었으며 각각의 작품들은 뚜렷한

분위기와 구체적인 기교상의 문제를 제시한다.45) 길록의 「낭만스타일 서

정적 전주곡집」도 성격 소품으로서의 표현을 중시하므로 극적인 리듬과

다양한 셈여림 기호 및 섬세한 지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쇼

팽의 전주곡과 같이 자유로워 거의 모든 곡이 전형적인 ABA'의 3부 형식

을 벗어나 있으며46) 코다(coda)가 첨가된 경우가 많다. 또한 화성 자체가

선율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오고 반음계, 변성화음, 잦은 전조,

불협화음 등 낭만주의적 특성이 다분히 드러난다.

45) 김애자, 『시대별 작곡가 및 연주관습 총정리』, 107.

46) 쇼팽의 전주곡에서는 세부분 형식과 론도 형식 외에 AA', A'A''A''',

A'A''A'''A''''등으로 단일한 주제를 발전시키거나 변주하는 전개방식이 나타

난다. 이러한 곡들은 1부 형식으로 커다란 하나의 구조로 파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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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각 곡의

분석 및 교수학적 해석

「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을 이루는 각 곡들은 성격 소품적 특징

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시대의 곡들보다 훨씬 더 학생의 상상력과 연관

시켜 지도할 수 있다. 먼저 제목을 통해 전체적인 이미지를 상상해볼 수

있고 각 곡에서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음형들을 통해 이미지들을 구체화해

볼 수 있다. 나아가서 유명 작곡가들의 낭만주의 작품들과의 연관성 또한

생각해볼 수 있으므로 흥미롭고 유익하다. 관련 낭만작품의 범위는 흔히

인상주의로 분류되는 드뷔시와 라벨의 것까지 포함한다. 힌슨(Marice

Hinson, 1930-2015)은 그의 시대별 작품집 낭만편에 드뷔시의 작품을 다수

포함시킨 바 있다.47)

본 장에서는 먼저 각 곡의 성격과 분위기를 파악하고 분석과 해석으로

들어간 후 이어서 낭만시대 주요 작품들과 공통점을 찾아보면서 그 특징을

탐구하였다. 낭만주의 시대의 연관된 유명 작곡가들의 고급 수준 작품 예

시는 특정 분위기 표현과 음형과 같은 어법적 유사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

다. 단, 중급과 고급이라는 레벨의 차이로 인해 완벽한 일치성 보다는 개연

성과 연상적인 측면에 의의를 두었음을 밝힌다. 길록이 주요 낭만 레퍼토

리를 염두에 두고 작업한 것이 분명한 「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은

고급 작품들을 연주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써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와

47) Maurice Hinson, Guide to the P ianist’s Repertoire, third edition(I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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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결 작업의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악곡의 분석에서는 구조와 형식을 분석한 후 교수학적으로 중요하게 다

루어져야 하는 부분들과 화성 진행 및 각 악곡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악보

를 첨부하여 서술하였다. 교수학적 분석은 서두에 해당 곡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요점을 제시하였고 이어 일련번호를 붙여 구체적 사항을 논의하였

다. 또한 악곡 분석을 통해 파악된 연주시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여 연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양손 분리 연습이나 부점을 비롯한 리듬 변형과 같은

일반적인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고 각 곡이 다루는 음악적 개념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각종 교수

학 문헌들에 제시된 연습의 원리를 원용하였다.

1. 숲의 속삭임 (Forest murmurs)

1) 악곡의 성격

숲속의 나무와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표현한 곡이다. 16분

음표 패시지들이 바람의 유동성을 타고 움직이는 나뭇잎들의 섬세한 움직

임을 잘 형상화했다. C 장조의 곡으로 비교적 친숙한 조성에서 손가락의

기동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4개의 조성을 골고루 사용하고 있는

이 곡집에서 비교적 평이한 조들의 경우 리듬의 흐름이 빠른 쪽으로 설정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길록의 세심한 교수학적 배려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 37 -

2) 악곡의 구조

<표 4> ‘숲의 속삭임’의 구조

조성 : C 장조, 박자 : 3/4

구분 마디

A 1-8

A' 9-15

Coda 16-27

이 곡은 A, A'의 두 부분으로 나뉘고 첫 주제를 회상하는 코다가 삽입

된 형태48)로 구성되고 있다. 코다는 마디 16부터 으뜸화음의 연장(tonic

prolongation)으로 진행된다.

3) 교수학적 분석

학습목표는 오른손 상성부와 내성부의 음량을 조절해야하는 한 손 안에

서의 보이싱(voicing), 전 곡에 걸친 소프트 페달의 사용 및 댐퍼페달과 소

프트페달의 동시적인 사용, rit., espressivo, a tempo, reten. 등 템포의 변

화를 이용한 루바토적 뉘앙스 등이다.

(1) 오른손은 4번, 5번 손가락으로 상성부를 표현하고 1번, 2번 손가

락으로 마치 트릴을 하듯이 내성을 작게 표현해야 하며 왼손도 페달 포인

48) A부분의 선율이 등장하나 선율이 발전되지 않고 반복되며 바로 1도의 연장으

로 끝맺는다. 3부 형식의 기본적 성질인 대조 후의 재현의 느낌이 아닌 특징적

인 선율을 회상하는 Coda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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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 쓰여진 강박의 베이스음과 이어져 나오는 3화음의 음향을 조절해야

한다. 중급 학습 내용 중 ‘독립성’ 및 ‘음색조절’을 연습할 수 있다.

(2) 반복되는 패시지(마디 1, 마디 9)에서는 반주 패턴의 변화와 셈

여림의 차별화로 섬세한 뉘앙스를 주고 있다.

<악보 1> ‘숲의 속삭임’ 마디 1, 마디 7

(3) A와 A'부분을 연결하는 이 곡의 유일한 스케일 패시지는(마디

8) 리테누토(ritenuto)와 데크레센도(decrescendo)의 지시어로 미루어볼 때

단지 연결구로서가 아닌 선율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연주하도록 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다. 곡의 구조상 각 부분을 연결할 때 늘임표나 리타르단도를

사용하는 것은 길록이 즐겨 사용하는 어법이다.49)(아래의 <악보 2> 참고)

클라이막스(마디 13-14)와 마디 15에서도 A와 A'의 연결 부분과 마찬가

지로 코다와의 선율적인 연결구 역할을 템포의 변화로 나타내고 있다. 클

라이막스는 변성화음의 연속적인 등장과 화음의 반음계적 진행, 점점 느려

지는 템포적 뉘앙스와 상승하는 오른손 선율로 미루어 보아 마디 13-14로

49) Kathryn Starnes Duarte, “The Piano Music of William Gillock,” 1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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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할 수 있다. 클라이막스에서는 템포와 화성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더

하고 화성 진행은 마디 15에서 해결되어 이완되는 느낌을 준다. 선율은 마

디 14의 첫 박 G음을 향해 진행된다. (아래의 <악보 3> 참고)

<악보 2> ‘숲의 속삭임’ 마디 8-9, A와 A'의 연결부분

<악보 3> ‘숲의 속삭임’ 마디 13-14, 클라이막스

(4) 곡의 전반에 소프트 페달을 밟고 있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댐퍼

페달은 화성적 변화에 따라 연결된다. 소프트페달과 연결 페달의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미묘한 음색과 음량의 변화를 표현 할 수 있다.50)

50) Samuel Maikapar, Pedal Preludes(I.L: Summy-Birchard Company, 197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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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숲의 속삭임’ 마디 1-2

4) 연습 방법 제안

(1) 상성부 표현과 멜로디의 연결을 위해 박자의 첫 음을 도착점으

로 연습한 후 왼손 반주와 오른손의 상성부를 양손으로 연습한다.

<악보 5> ‘숲의 속삭임’ 마디 1-2, 도착점 설정

(2) 처음에는 오른손의 내성과 외성을 모두 큰 소리로 연습한 후 다

음 단계에 내성은 가볍고 작게 쳐본다. 캠프는 한 손으로 두 성부 이상을

연주할 때 각 성부의 소리를 처음부터 차이 나게 연습하면 소리가 약해진

다고 그의 저서 『Teaching Piano』에서 설명하고 있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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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디 8의 스케일 패시지는 소그룹으로 나누어 연습하는 것이 유

익하다. 손의 움직임에 따라 연습한 후 연결해서 전체를 연습한다.52)

또한 화성진행을 집중해서 잘 듣기 위해 양손을 밀집화음(blocking)으로 연

습한다.

<악보 6> ‘숲의 속삭임’ 마디 8, 스케일 패시지 연습의 예

5) 낭만주의 작품과의 연관

‘숲의 속삭임’과 분위기는 상이하지만 슈만의 ‘소나타’ 제 2번(Sonata

Op.22, No.2) 1악장 전개부에서 공통점을 찾았다. 오른손에서 두 개의 선율

표현, 왼손 코드반주에서 흡사한 짜임새를 보였다. 오른손의 두 성부 중 상

성부를 긴 음가로 선율 표현해야하며 내성도 16분음표를 사용하여 공통적

51) Max W. Camp, Teaching P iano: The Synthesis of Mind, Ear and Body,

.68.

52) Seymour Bernstein, With Your Own Two Hands: Self-Discovery Through

Music, 백낙정 번역. 『자기발견을 향한 피아노 연습』(서울: 음악춘추사,

2008),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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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숲의 속삭임’은 마디 18, 마디 20, 마디 22를 제외하고 왼손이 밀집

화음으로 나타난다. 아래의 악보 또한 왼손은 화성을 담당하고 있으나 ‘숲

의 속삭임’보다는 빠른 16분음표 분산화음 음형을 사용하고 있다. 고급레벨

답게 양손의 동등한 기동성이라는 측면이 강화되었지만 기본적인 음형과

짜임새는 ‘숲의 속삭임’과 동일하다.

<악보 7> 슈만 ‘소나타’ Op.22, No.2, 1악장, 마디 17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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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다 풍경 (Seascape)

1) 악곡의 성격

낮은 음역의 미세한 움직임으로부터 서서히 높은 음역으로 움직이며 증

폭되는 모양새가 마치 잔잔하던 물결이 높은 파도가 되어 치솟는 모습을

형상화 한 곡이다. 소프트 페달을 이용한 피아니시모(pp)부터 포르티시모

(ff)까지 폭넓은 셈여림을 구사하게 되어 있다. 피아노의 낮은 음역을 전체

적으로 사용하며 거의 전곡에 걸쳐 왼손의 큰 도약으로 오른손과 교차하는

것이 특징이다. 길록은 피아노 음악의 작곡에서 이와 같이 왼손이 오른손

위로 교차해서 높은 음역을 치는 기법을 즐겨 사용하였다. 선율적 요소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화성으로부터 추출되는 낭만주의적 특징이 뚜렷하

다.

2) 악곡의 구조

<표 5> ‘바다 풍경’의 구조53)

조성 : c 단조, 박자 : 4/4

구분 마디

A 1-8

A' 9-16

Codetta 17-22

53) 특징적인 선율이 아닌 종지를 연장하는 종결 부분은 코데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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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은 A, A’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마디 17부터 22에 걸쳐 종

지를 연장하는 코데타(codetta)가 삽입되어 있다.

3) 교수학적 분석

학습목표는 왼손 홑음과 오른손 화음으로 이루어진 각 손의 음량 조절,

빠른 화성의 변화, 폭넓은 셈여림, 양손 모두 익숙한 영역이 아닌 낯선 음

역의 사용, 양손의 교차, 특히 왼손의 저음역과 고음역을 오가는 기동성 등

이다.

(1) 왼손의 위치와 리듬, 큰 폭의 도약에서 음역의 변화에 따라 몸통

과 팔의 민첩하고 유연한 움직임을 익힐 수 있다.

(2) 베이스는 반음씩 하행진행하고 있으며 오른손은 전반부에서는

미세한 화성변화와 후반에서 큰 폭의 위치변화를 보인다. 빠른 코드 변화

는 중급 수준에서 학습되어야 할 내용 중 하나이다.54) 이음줄 대신 숨표(’)

로 프레이즈를 구분하여 연주 시 화성의 변화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연주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55)

54) Uzler et al, The Well-Tempered Keyboard Teacher, 220-221.
55) Nancy Janes Bona, “An Analytical Guide to Teaching and Performing

Selected ‘Lyric Preludes' of William Gillock,"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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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바다 풍경’ 마디 1-8

(3) 소프트와 댐퍼 페달을 이용한 음량 조절 및 같은 패시지를 반복

할 때(마디 1-2, 마디 9-10) 댐퍼 페달의 길이로 분위기의 변화를 주고 있

다.

<악보 9> ‘바다 풍경’ 마디 1-2, 마디 9-10, 반복되는 패시지에서의 페달

변화

마디 1-2 마디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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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습 방법 제안

(1) 오른손으로는 3화음 연주하는 반면, 왼손으로는 홑음을 연주하므

로 왼손에 무게를 놓고 오른손과 왼손의 무게 비중을 달리하여 왼손의 소

리가 뚜렷하게 나오도록 연습한다. 처음에는 양 손에 동일한 무게를 주어

연습하고 다음 단계에 오른손의 코드를 가볍게 만들어본다.

(2) 양손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왼손이 위 성부에 위치하게 된다. 곡

이 진행될수록 왼손의 어려움이 심화되므로 왼손의 폭넓은 도약을 미리 준

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저음역의 베이스음보다는 크로스해서 치는 위

성부의 음들에 귀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3) 베이스와 오른손 화음의 진행을 다음 악보와 같이 동시에 연주

해봄으로써 화성의 긴장과 이완을 듣는 연습을 할 수 있다.56)

<악보 10> ‘바다 풍경’ 마디 1-8, 화음 진행 연습의 예

56) Max W. Camp, Teaching P iano: The Synthesis of Mind, Ear and Body,

184.

: Blocking the left hand will enhance the possibility that the student will

intuitively hear the fluctuating tensions and resolutions in the phrase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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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음에 느린 템포로 연습할 때는 한마디씩 그룹을 지어 첫 박을

강하게 하여 연습하고, 곡의 완성 단계에서 빠른 템포로 연습할 때는 두

마디를 한 그룹으로 생각하여 연습한다.

5) 낭만주의 작품과의 연관

맥도웰(Edward Macdowell, 1860-1908)의 「열 두 개의 기교적 연습곡

(Twelve Virtuoso Etudes, Op.46)」중 ‘3월의 바람’(March Wind)에서 흡사

한 음형 패턴의 반복을 확인할 수 있다. ‘바다 풍경’은 4분의 4박자 곡으로

8분음표를 기준으로 음형 패턴이 반복되고 ‘3월의 바람’은 4분의 2박자 곡

으로 16분음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양손에서 번갈아 나오는 음

형의 반복, 셈여림이 두 마디 단위로 표현되는 것, 넓은 음역을 사용하는

것은 ‘바다 풍경’과의 공통점으로 파악된다.

<악보 11> 맥도웰 ‘3월의 바람’ 마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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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월의 아침 (October Morning)

1) 악곡의 성격

단선율과 화성이 교차하는 매우 얇은 짜임새로 ‘가을’이라는 계절에 대한

투명하고 청랑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짧은 곡이다. 지시어는 ‘행복하게,

아주 자유롭게’ 로 되어 있어서 작곡가가 표현하기 원하는 분위기를 유추

할 수 있다. 템포는 ੴ=ca. 112로 표기되어 있으나 ritardando, molto

ritardando가 만드는 여유로운 호흡이 필요하다.

2) 악곡의 구조

<표 6> ‘10월의 아침’의 구조

조성 : G 장조, 박자 : 4/4

구분 마디

A(a, a’, a’’) 1-6

Codetta 7-10

짧은 모티브 하나로 연결시킨 한 도막 형식의 곡에 종지를 연장시킨 구

조이다. 코데타인 마디 7부터 마디 10까지는 으뜸화음의 연장으로 진행되

며 마지막 두 마디는 변격 종지로 이루어져 있다.



- 49 -

3) 교수학적 분석

학습목표는 단선율이 갖는 억양과 뉘앙스, 이어서 나오는 화음의 대조적

뉘앙스, pp부터 f까지 비교적 폭넓은 셈여림, 페달과 손을 적절히 이용한

섬세한 음색 조절 등이다.

(1) 투명하고 얇은 짜임새의 곡으로 단선율과 화음이 번갈아가며 등

장한다. 선율은 수평적이며 세 번에 걸쳐 반복되는 주 선율은 5음 음계를

연상하게 하여 동양적인 느낌을 준다. 톤(tone)과 억양(inflection)에 대한

조절을 경험할 수 있는 곡이다.

(2) 클라이막스에서는 부속화음(ⅶ°7/Ⅴ)과 차용화음을 사용하여 화

성적 변화를 주고 있다.

<악보 12> ‘10월의 아침’ 마디 6, 클라이막스의 화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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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디 7부터는 으뜸화음의 연장으로 진행되며 위종지로 곡이 마

무리 된다. 화성의 진행은 다음 악보와 같다.

<악보 13> ‘10월의 아침’ 마디 7-10, 화성진행

(4) 두 마디에 걸친 주 선율이 조금씩 다르게 a, a’, a’’의 형태로 세

번 반복된다. 반복될 때 마다 다이내믹이 점점 강해지며 마디 6의 클라이

막스로 향해 간다.

<악보 14> ‘10월의 아침’ 마디 1-6, 선율의 진행 및 셈여림 변화

(5) 10마디의 짧은 곡이나 셈여림의 범위가 pp에서 f로 넓고 잦은

ritardando와 a tempo의 사용으로 곡의 서두에 명시된 자유로운 분위기

(with much freedom)를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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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습방법 제안

(1) 단선율 부분과 화음이 나오는 부분을 따로 떼어서 연습한다.

(2) 네 음이 화음으로 함께 연주되는 부분에서 처음부터 작은 소리로

연주하지 말고 알차고 풍부한 소리로 먼저 연습한 후 작은 소리로 연주한

다.57)

<악보 15> ‘10월의 아침’ 마디 1-4, 화음 부분의 셈여림 예시

(3) 셈여림을 연습할 때는 악보에 제시된 셈여림 표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 선율의 진행 방향을 잘 살펴 억양을 표현한다. (선율의 진행 방향

은 위의 <악보 15> 참고)

57) Max W. Camp, Teaching P iano: The Synthesis of Mind, Ear and Body,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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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낭만주의 작품과의 연관

드뷔시의 ‘아마빛 머리의 소녀(La fille aux Cheveux de lin)’를 연상하게

한다. 드뷔시 「전주곡집 제 1권」(Preludes, Book Ⅰ) 중 여덟 번 째 곡으

로 단선율이 먼저 나온 후 화음이 형성되는 점, 선율의 뉘앙스표현이 중요

하고 화음과의 음향과 음색 대비 등이 곡의 초점이라는 측면에서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악보 16> 드뷔시 ‘아마빛 머리의 소녀’ 마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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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려진 무도회장 (Deserted Ball Room)

1) 악곡의 성격

길록은 이 곡에 대해 프랑스의 작가이자 영화감독이었던 장 콕토(Jean

Cocteau, 1889-1963)의 작품에 나타나는 몽환적인 분위기의 영화에서 영향

을 받았다고 악보의 해설에서 밝히고 있다.

지금은 낡고 버려진지 오래지만 화려하고 떠들썩했던 젊은 시절의 무도

회장을 떠올리는 어느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무도회장을 감쌌

던 거미줄은 홀연 사라지고 바람에 움직이는 듯 한 왈츠를 마치 유령 오케

스트라가 연주하는 것 같다.58) 유연한 왼손 멜로디에서 다이내믹 뉘앙스

표현을 요하는 곡이다. 곡의 전체적인 진행에서 왼손 선율이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오른손은 선율, 왼손은 반주의 패턴을 주로 다루었던 중급 학습자

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짜임새이다.

2) 악곡의 구조

<표 7> ‘버려진 무도회장’의 구조

조성 : g 단조, 박자 : 3/4

구분 마디

A 1-16

A’ 17-31

Codetta 32-34

58) William Gillock, 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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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같은 멜로디가 반복되므

로 A, A’로 분류하였다. 세 마디의 짧은 코데타가 삽입되어 있다.

3) 교수학적 분석

학습목표는 왼손의 선율 구사, 오른손 화음 반주와의 밸런스(balance),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를 이용한 짧은 단위 프레이즈 안에서의 억양 표현,

부분 페달의 사용이 필요한 곳과 필요하지 않은 곳의 구분 등이다.

(1) g 단조의 조성과 왼손 선율이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왼손

의 선율 패턴은 짧게 설정했고 거의 반복적이다. 교수학적으로 현명한 선

택이다.

(2) 왼손의 선율이 뚜렷해야한다는 점을 양손의 다이내믹 표시를 달

리함으로 명시했다. 특히 교육용 작품에서는 악보상 지시 기호를 이같이

차별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악보 17> ‘버려진 무도회장’ 마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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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짧은 모티브들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고 프레이즈는 2마디, 3마

디, 4마디, 5마디의 다양한 길이로 나타나고 있다. 클라이막스는 딸림화음

이 연장되는 고조된 분위기의 화성 진행에 따라 마디 14부터 마디 15까지

로 설정할 수 있다.

<악보 18> ‘버려진 무도회장’ 마디 14-18

4) 연습 방법 제안

(1) 손의 움직임에 따라 나누어서 연습해본다. 약박에 액센트가 들어

가지 않도록 아래 악보의 □부분과 같이 세 음만 연주해본다.

<악보 19> ‘버려진 무도회장’ 마디 1-4, 왼손 연습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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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이막스 부분의 D 장조 음계를 손의 위치에 따라 분할해서

연습한 후 전체를 쳐보면 선율의 억양이 훨씬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악보 20> ‘버려진 무도회장’ 마디 14-16, 왼손 연습의 예

(3) 왼손을 낮은 음역의 첼로소리가 연상되는 톤으로 연주할 수 있

어야 하며 각 프레이즈의 첫 음이 큰 소리로 강조되지 않도록 한 프레이즈

안에서 억양을 생각하여 연주한다.

(4) 코다에서 교차되는 양손을 연주할 때 왼손만 먼저 연습해본 후

왼손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며 연주한다.

<악보 21> ‘버려진 무도회장’, 마디 32-34, 교차되는 양손 연주에서의 왼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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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낭만주의 작품과의 연관

왼손이 선율을 담당하며 ‘버려진 무도회장’과 같은 3박자의 곡인 쇼팽의

「전주곡집(Preludes, Op.28)」중 6번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왼손 선율이

보다 알찬 톤으로 소리 나야 하며 선율의 오름과 내림에 따른 다이내믹 뉘

앙스, 겹음으로 된 오른손 반주는 필요한 만큼 절제되어야 하는 등 여러

면에서 일치한다.

<악보 22> 쇼팽 ‘전주곡’ Op.28, No.6, 마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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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설 (Legend)

1) 악곡의 성격

‘깊은 생각에 잠겨; 한음 한음 신중하게 무게를 실어서’(Pensively;

weighing each thought carefully) 연주하기를 지시하고 있다. ‘전설’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아득한 시절 나이가 많은 부족장이 고대 부족의 이야기를

독백하는 듯하다.59) 양손의 수직적 짜임새가 하나의 화성으로 형성돼 곡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이야기의 시작 각 음절마다 의미가 들어가 있는 듯

테누토 표시의 강조가 들어간다. 양손의 관계는 거의 대등한 앙상블의 형

태라고 할 수 있다.

2) 악곡의 구조

<표 8> ‘전설’의 구조

조성 : D 장조, 박자 : 2/4

구분 마디

A 1-8

연결구 9-12

A’ 13-20

A부분의 마디 1-5와 같은 화성 진행이 점차 상승하는 분위기의 연결구

를 지나 A’의 마디 13-17에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59) William Gillock, 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4.



- 59 -

3) 교수학적 분석

학습목표는 양손의 수직 관계 짜임새 인지하며 듣기, 왼손의 세분화된

아티큘레이션과 도약음정의 구사, 강박에서 시작하는 왼손 베이스, 약박에

서 시작하는 오른손 선율 출발의 불일치성 인지하기, 화성의 진행으로부터

형성되는 선율, 오른손에서의 보이싱(voicing)등이다.

(1) A부분에서 단조롭게 연주되던 왼손이 A’부분에서는 더욱 풍부한

음향을 가진 화음으로 연주된다. A’부분에서 오른손은 A부분보다 한 옥타브

위에서 연주되고 셈여림도 mf에서 f로 변화되어 더욱 확장된 느낌을 준다.

(2) 으뜸화음 안에 이탈리안(Italian) 화음60)을 첨가하여 화성적 색채

감을 나타내고 있다.

<악보 23> ‘전설’ 마디 1-2, 이탈리안 화음의 등장

60) 이탈리안 화음(Italian 6th)은 변성화음의 일종으로 장조에서 단조 화성 음계를

빌려온 것을 말한다. 변성화음에는 Italian 6th, French 6th, Neapolitan 6th,

German 6th 등이 있으며 모두 딸림화음으로 해결된다. 이탈리안 화음은 다 장

조를 기준으로 C, F#, A♭음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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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지막 음은 낮은 음역에서 연주되어 곡 종지에 관한 길록의 특

징을 나타낸다.

4) 연습방법 제안

(1) 왼손은 오른손 화음과 함께 나올 때에는 순차 진행하지만 오른

손이 지속음을 연주하고 있을 때에는 아티큘레이션이 세분화되며 도약하는

음형으로 나타난다. 도약하는 음정과 세분화된 아티큘레이션을 따로 익히

는 연습이 필요하다.

<악보 24> ‘전설’ 마디 6-8, 마디 11-13, 마디 16-18, 왼손의 음형 및 아티큘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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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른손은 한 손으로 두 성부 혹은 세 성부를 연주해야 하며 화

성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선율을 형성하고 있다. 무게 중심은 상성부에 있

어야 하며 한 손 안에서의 성부 표현(voicing)을 연습할 수 있다.

(3) 오른손 화음과 왼손의 선율 반주가 함께 나오는 부분에서는 오

른손의 상성부와 왼손만 따로 연주해봄으로써 앙상블을 이루는 두 성부를

듣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악보 25> ‘전설’ 마디 1-3, 오른손 상성부와 왼손 연습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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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낭만주의 작품과의 연관

화음으로 이루어진 양손의 짜임새가 앙상블적으로 진행되는 형태는 낭만

레퍼토리에서 자주 나타나고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Kleisleriana,

Op.16)」 중 두 번째 곡 ‘Sehr inning und nicht zu rasch’에서도 볼 수 있

다. ‘전설’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4성부가 동등하게 진행

되고 있는 아래의 악보는 왼손도 단순한 반주가 아닌 독립된 성부로 파악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앙상블적인 성격을 가진 ‘전설’과 그 맥락을 같이 한

다.

<악보 26> 슈만 ‘크라이슬레리아나’ 2번, 마디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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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주곡 (Interlude)61)

1) 악곡의 성격

‘간주곡’은 낭만주의 시대에 하나의 독립된 악곡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

며62) 이 곡집에서도 낭만주의 시대의 간주곡처럼 하나의 독립된 곡으로 제시

하고 있다. 양손이 대화하는 듯한 동형 진행이 반복된다. 두 개의 선율을 대

위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중급 시기 학습 내용 중 한 손 또는 양손

으로 두 개의 독립된 성부를 표현해야 하는 ‘독립성’과도 연관된다.63)다른 곡

들과 달리 이 작품집에서 거의 유일하게 상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다. 짜임새는 두텁지 않다. d 단조의 곡으로 단순한 조표를

가진 비교적 연주하기에 쉬운 조성이므로 다소 복잡한 양손 관계를 제시했다.

2) 악곡의 구조

<표 9> ‘간주곡’의 구조

조성 : d 단조, 박자 : 4/4

구분 마디

A 1-5

A' 5-10

Coda 10-12

61) 간주곡: 악곡의 중간에 삽입되는 곡으로 인터메조(intermezzo)로 불리기도 한

다. 교회 음악에서는 찬송가와 시편 구절 사이에 삽입되던 오르간 소곡으로 19

세기 초까지 즉흥적으로 연주되었다.

62) Bruno Nettl, “Interlude,”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 9. Edited by Stanley Sadie. 2nd ed. (2001).
63) Uzler et al, The Well-Tempered Keyboard Teacher,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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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은 A, A’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짧은 코다가 삽입되어 있다.

코다에서는 첫 부분의 선율을 회상하는 모티브가 왼손에서 선율적으로 표

현되고 있다.

3) 교수학적 분석

학습목표는 각 손의 프레이즈 시작점이 달라 나타나는 리듬의 불일치 이

해하기, 두 성부를 앙상블로 인식하기, 한 프레이즈 안에서 크레센도와 데

크레센도로 억양을 표현하기 등이다.

(1) 음악적으로 강조하는 음이 약 박에 옴으로 인해 마디의 강 박과

음악적 강 박의 불일치(incongruent with the melodic and metric rhythm)

가 생긴다.64)

<악보 27> ‘간주곡’ 마디 3-4, 마디의 강 박과 음악적 강 박의 불일치

64) Max W. Camp, Developing P iano Performance: A Teaching Philosoph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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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성의 변화를 느끼며 긴 프레이즈의 선율을 레가토로 진행해야

한다. 다음의 악보에서는 곡의 앞부분에서 제시되었던 모티브들이 서로 연

관되어 진행되는 양상을 보인다. 마디 7-9에 걸친 오른손 선율은 반음계적

동형진행을 하고 있으며 왼손 또한 반음씩 하행하고 있다.

<악보 28> ‘간주곡’ 마디 7-10, 화성 진행

(3) 짧은 프레이즈 안에서의 다이내믹 조절이 필요하다. 마디 1의 첫

세 음은 양손이 일치하는 음형이다. 그 곳에 초점을 맞추며 다이내믹을 조

절한다.

<악보 29> ‘간주곡’ 마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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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ten., a tempo, 늘임표의 사용 등 템포의 변화를 통해 각 부분

을 청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4) 연습방법 제안

(1) 못갖춘마디를 제외하고 마디의 첫 박부터 시작하여 연습한다. 크

레센도와 데크레센도의 다이나믹 표현에도 용이하다.

<악보 30> ‘간주곡’ 마디 1-2, 연습의 예

(2) 불필요한 액센트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짧은 슬러를 없애고 연습한다.

<악보 31> ‘간주곡’ 마디 3-4, 연습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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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캠프는 「Developing Piano Performance」에서 빈번하게 나타

나는 리듬의 불일치를 두 종류의 연습방법에 의해 연습할 것을 권하고 있

다.65) 첫 번째는 마디 구분에 의한 첫 박을 강박으로 하여 연습하는 것이

고 두 번째는 음악적 시작을 의식하여 연습하는 것이다.

5) 낭만주의 작품과의 연관

이 같은 리듬의 불일치는 낭만 작품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고 특히 브람

스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아래의 악보는 각 프레이즈의 시작 지점이 다른 브

람스의 ‘간주곡’(Intermezzo, Op.76, No.6)이다. 리듬의 불일치는 낭만 작품에

간간히 등장하는 대위법적 구조의 올바른 구사를 위해서도 필요한 개념이다.

<악보 32> 브람스 ‘간주곡’ Op.76, No.6, 마디 1-11

65) Max W. Camp, Developing P iano Performance: A Teaching Philosoph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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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어의 노래 (Song of the Mermaid)

1) 악곡의 성격

상행하는 16분 음표 음형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바닷물의 포말을 연상시

키며 그 위 오른손의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선율은 동화 속 인어의 구슬픈

노래 가락을 표현했다. 왼손이 단순한 반주가 아닌 선율성을 가졌으므로

양 손이 앙상블적 느낌으로 연주하는 것이 좋다.

2) 악곡의 구조

<표 10> ‘인어의 노래’의 구조

조성 : A 장조, 박자 : 4/4

구분 마디

A 1-4

B 5-8

Codetta 8-11

이 곡은 왼손의 패턴은 흡사하나 화성과 주 선율의 진행이 서로 다른 A,

B로 이루어져 있으며 코데타는 으뜸화음의 연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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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적 분석

학습목표는 왼손에서의 고른 스케일, 오른손은 홑음과 화음이 번갈아 나

오면서 윗소리를 표현하는 voicing, 오른손으로 선율을 이어서 연주하기 힘

든 부분에서는 적절한 페달 사용으로 청각적 연결하기 등이다.

(1) 양손이 모두 상행하는 음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레센도와 데

크레센도가 함께 이루어져 셈여림을 양손이 일치시켜야 한다. 즉 오른손

선율만 커지지 말고 왼손 음형도 자체 내의 비율로 커져야한다.

(2) 물 흐르는 듯이, 노래하듯이(In a flowing manner) 연주하기를

지시하고 있으며 셈여림은 pp에서 mf까지로 비교적 조용하게 연주되는 곡

이다. 템포의 변화(riten., rit., a tempo)가 잦으며 이로써 곡의 구조를 구

분할 수 있다. 마지막 마디는 Lento로 뚜렷한 템포 변화를 명시하고 있다.

(3) 클라이막스는 마디 7로 설정하였다. 크게 으뜸화음의 2전위 화음

에서 딸림 7화음, 다시 마디 8의 으뜸화음으로 해결되고 마디 7의 첫째 박,

으뜸화음의 2전위 화음은 3도 7화음으로, 마디 7의 셋째 박, 딸림 7화음은

2도 화음으로도 분석될 수 있다. 길록은 이 부분에서 3도 화음과 2도 화음

을 비화성음의 용도로 사용하여 종지 부분의 신비로운 색채감을 더했으며

크레센도와 reten., a tempo로 긴장과 해결의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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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 ‘인어의 노래’ 마디 6-8, 클라이막스

4) 연습방법 제안

(1) 왼손 스케일을 분할하여 연습한다. 여기서 분할의 기준은 엄지손

가락을 바꾸지 않는 곳까지이다.66) 먼저 소그룹으로 나눈 다음 전체를 이

어서 연주해 보면 훨씬 편하고 유연하게 연주할 수 있다.

<악보 34> ‘인어의 노래’ 마디 1-2, 연습의 예

66) Seymour Bernstein, With Your Own Two Hands: Self-Discovery Through

Music, (New York, 1981), 백낙정 번역 『자기발견을 향한 피아노 연습』(서

울: 음악춘추사, 2008),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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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른손 연주에서 상성부만 떼어 연주해 본다.(아래의 <악보 35>

참고) voicing을 연습할 수 있다.

(3) 왼손은 반주를 하고 오른손은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이 아닌, 서

로 독립적인 파트로 생각하고 앙상블을 이루는 느낌으로 연주한다.

(4) � 부분을 음악적 지향점(focal point)으로 하여 세 번째 박까지만

끊어서 연주해본다.

마디 1, 마디 3은 한 마디 안에서의 음악적 중심이 일치하므로 셋째 박

까지만 연주해 본 후 한 프레이즈 전체를 연주해본다. 청각과 연결시켜 연

습해야 하는 부분이다.67)

<악보 35> ‘인어의 노래’ 마디 1-2, 음악적 지향점 설정

(5) 상행하는 패시지에서는 양손이 같이 크레센도 되어야 하나 오른

손만 크레센도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왼손을 따로 연습해본다. 크레센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크레센도 시작 부분에서 미리 커지지 않고 끝부분

에서 적극적으로 커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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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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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낭만주의 작품과의 연관

분산 화음 반주와 화음의 상성부에서 표현되는 선율선은 쇼팽의 전주곡

제 3번을 연상하게 하는 등 쇼팽의 작품에서 자주 나타나는 음형이다. ‘인

어의 노래’는 왼손의 상행하는 음계가 연속되는 16분음표와 도착하는 지점

에서 긴 음가의 음표로 이루어져 있으나 아래의 악보에 제시된 쇼팽의 ‘발

라드’(Ballade, Op.52, No.4)는 16분음표 셋잇단음표와 도착하는 지점의 8분

음표로 상행 음계가 이루어져 있다. 고급 레벨의 ‘발라드’에서는 상행을 하

다가 2도 아래로 내려가는 음형이 등장하여 더욱 빠르고 세밀한 테크닉을

구사해야 한다. 두 곡 모두 왼손 반주가 스케일의 변형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오른손 화음은 홑음 또는 화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상성부의 voicing을

표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았다. 이와 유사한 짜임새를 가진 레

퍼토리는 낭만 작품에서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악보 36> 쇼팽 ‘발라드’ Op.52, No.4, 마디 16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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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름 폭풍 (Summer Storm)

1) 악곡의 성격

앞의 곡 ‘인어의 노래’와 대비되는 하행 16분 음표를 왼손에 배치하여 몰

려오는 여름 폭풍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행하는 16음표 패시지의

모양새는 에튀드에 흔히 등장하는 모형이다. 이 곡을 급박하고 드라마틱한

분위기 표현과 더불어 연습곡의 한 종류로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2) 악곡의 구조

<표 11> ‘여름 폭풍’의 구조

조성 : a 단조, 박자 : 2/4

구분 마디

A(a+a’) 1-8

B(b+a’’) 9-14

C(c+a’’’) 15-24

이 곡은 크게 A, B, C의 세 부분으로 나누었으며 각 부분은 a, a’, b, a’’,

c, a’’’로 세분할 수 있다. a부분의 왼손 음형이 a’,a’’,a’’’에서도 반복된다. a’’’

는 코데타적인 느낌을 주나 왼손에서 ‘여름 폭풍’ 첫 마디의 특징적인 음형

이 흡사하게 반복되므로 코데타가 아닌 하나의 부분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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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적 분석

학습목표는 왼손 낮은 음역으로의 빠른 이동, 빠른 화성 변화,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셈여림 표현, 학습자가 상상하여 표현하는 극적인 분위기 등

이다.

(1) 왼손의 음형은 a 단조의 으뜸화음, 딸림화음에서 반복된다. 곡

전체를 통해 양손은 거의 교대로 등장한다. 따라서 급하게 하행하는 왼손

패시지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되고 있다.

(2) 클라이막스는 마디 15-18로 고정된 베이스와 반음계적으로 변화

하는 화성으로 구성되는데 화성의 변화를 귀로 따라가면서 연습한다.

<악보 37> ‘여름 폭풍’ 마디 15-18, 클라이막스 화성의 진행

(3) 극적으로(dramatically) 연주하기를 지시하고 있으며 셈여림의

범위가 p에서 fff로 매우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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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습방법 제안

(1) 왼손의 복잡해 보이는 음형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박자 단위

로 끊어서 연습하는 것 보다 제시된 대로 분할하여 연습하는 것이 이 패시

지를 쉽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이다. (아래의 <악보 38> 참고)

(2) 오른손 화음은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맨 아래, 맨 위의 두 윤곽

음만을 연주해본 후 3화음을 모두 연주해 본다.

<악보 38> ‘여름 폭풍’ 마디 1-4, 왼손 연습 및 오른손 화음 연습의 예

(3) 크레센도는 어디서부터 하면 좋은지 구역을 설정한다. 처음부터

커지는 것 보다 끝부분에서 커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위의 악보의 경우

두 번 째 마디에서 무게를 더욱 떨어뜨리면서 커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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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낭만주의 작품과의 연관

하행하는 왼손의 빠른 움직임이 쇼팽의 ‘연습곡’(Etude, Op.10, No.12)과

흡사하다. 아래 악보의 쇼팽 ‘연습곡’도 ‘여름 폭풍’에서처럼 왼손에서 16분

음표의 특징적인 음형이 반복되어 하나의 프레이즈를 이루고 있다. 오른손

이 화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공통점으로 볼 수 있으나 고급 작품인 쇼

팽 연습곡은 도약이 크고 한 손으로 4개의 음을 동시에 연주해야 한다는

점, 템포가 두 배 가까이 빠르다는 점은 중급 작품 ‘여름 폭풍’과의 차이점

으로 볼 수 있겠다.

<악보 39> 쇼팽 ‘연습곡’ Op.10, No.12, 마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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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빛바랜 편지 (A Faded Letter)

1) 악곡의 성격

오래된 편지를 보며 옛 친구를 회상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이 곡은68) ‘숲

의 속삭임’과 마찬가지로 오른손의 두 성부 및 왼손 반주의 음량을 조절하

면서 선율의 두 음 슬러를 표현해야 하는 보이싱(voicing)에 초점을 맞춘

곡이다. E 장조의 곡으로 연주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손의 포지션을

고려하여 느린 진행 속에서 코드의 이동이 적으며 비교적 단순한 짜임새로

이루어져 있다. 연결 페달과 소프트 페달을 동시에 사용하며 셈여림은 ppp

부터 mf까지로 조용히 연주된다.

2) 악곡의 구조

<표 12> ‘빛바랜 편지’의 구조

조성 : E 장조, 박자 : 3/4

구분 마디

A 1-8

A' 9-18

이 곡은 A와 A’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8마디, 10마디로 이

루어져 있다. 동일한 음으로 셈여림만 다르게 하여 진행되는 마디 1-4, 마

디 9-13은 곡의 통일감을 준다.

68) Martha Hilley, “Interpreting The Preludes Of William Gillock,” Clavier

2(199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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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적 분석

학습목표는 ‘숲의 속삭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청각을 활용한 세 성부(오른

손의 외성, 내성, 왼손)의 음향 조절, 곡의 전반에 걸친 연결 페달의 구사,

화성과 선율의 호흡이 길게 지속되므로 소리를 심리적으로 지속하기 등이다.

(1) 오른손의 외성과 내성, 왼손 화음의 3단계 셈여림 조절이 필요하다.

<악보 40> ‘빛바랜 편지’ 마디 1-4

(2) 마디 5, 마디 7, 마디 13에서는 부속 화음의 사용으로 화성적 색

채감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악보 41> ‘빛바랜 편지’ 마디 5-7, 마디 13, 부속화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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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마디

(3) A부분은 4마디씩, A’부분은 4마디, 6마디로 프레이즈를 나눌 수

있으며 느린 템포 안에서 긴 호흡으로 프레이징을 표현한다.

(4) 마디 9부터 연결 페달과 소프트 페달을 동시에 사용한다. (아래

의 <악보 42> 참고)

(5) riten., a tempo, ma un poco largo를 사용한 템포의 변화로 두

부분을 구분하고 있다.

(6) 마디 16부터 곡의 끝까지 사라지는듯한 음향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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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 ‘빛바랜 편지’ 마디 9-18, 페달과 셈여림

4) 연습방법 제안

(1) 윤곽음보다 내성을 더 크게 연습한 후 줄이면서 주선율을 표현

하는 것을 연습한다.69)

(2) 느린 호흡이므로 네 마디의 한 프레이즈를 둘로 나누어 두 마디

단위의 서브 프레이즈(sub-phrase)부터 인식한 후 네 마디로 확장한다.

(3) 프레이징 연습을 위해 내성 없이 외성만 양손으로 연주하며 진

행방향을 선명하게 인식하도록 한다.

69) Max W. Camp, Teaching P iano: The Synthesis of Mind, Ear and Body,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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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음을 큰 소리로 연습한 후 작은 소리를 내어 봄으로써 셈

여림 조절을 연습한다.

(5) 연결페달의 연습을 위해 왼손 코드만 치며 페달을 바꿔본다. 이

경우 ‘늦은 페달’(late pedalling) 즉, 다음 화성을 들은 후 페달 바꾸는 방

식을 연습할 수 있다.

5) 낭만주의 작품과의 연관

‘빛바랜 편지’는 느린 호흡으로 진행하는 쇼팽의 「연습곡」(Etude,

Op.10, No.3)과 비슷한 분위기를 표현한다. ‘이별의 곡’으로도 알려진 쇼팽

의 이 연습곡도 ‘빛바랜 편지’에서처럼 오른손의 외성과 내성, 왼손으로 이

루어진 세 개의 성부를 표현해야 한다. ‘빛바랜 편지’에서는 왼손이 단순한

2화음 혹은 홑음으로 진행되는데 비해 쇼팽 연습곡은 베이스 음이 페달 포

인트로 지속되며 액센트를 포함한 16분음표와 8분음표의 싱코페이션적 진

행으로 왼손을 두 개의 성부로도 나누어볼 수 있겠다. 아래의 악보 마디

4-5에서는 오른손의 내성이 3도 화음으로 이루어져 내성이 하나의 음으로

만 이루어진 ‘빛바랜 편지’와 차별된다.

<악보 43> 쇼팽 ‘연습곡’ Op,10, No.3, 마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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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잠자리 (Dragon Fly)

1) 악곡의 성격

가볍고 재빠른 오른손의 16분 음표 음형이 네 마디동안 계속되며 공중을

떠도는 잠자리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전체적으로 왼손은 큰 위치 이동 없

이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형태이고 오른손은 크게 보아 상행과 하행 진

행을 번갈아 보여준다. 얇고 가뿐한 터치감을 경험하게 하는 곡이다.

2) 악곡의 구조

<표 13> ‘잠자리’의 구조

조성 : e 단조, 박자 : 2/4

구분 마디

A 1-8

A' 9-14

Coda 15-22

이 곡은 A, A’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덟 마디의 코다가 삽입

되어 있다. 마디 15부터는 특징적인 16분음표 음형이 나타나고 있으나 1

도의 연장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A’부분에 코다를 포함시키기에는 코다의

길이가 8마디로 길고 마디 14-15에 걸쳐 딸림 7화음에서 으뜸화음으로 해

결되고 있으므로 하나의 새로운 부분이 아닌 코다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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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적 분석

학습목표는 짧은 음가로 이루어진 빠른 패시지에서의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손가락의 교차, 그 와중 음역의 변화에도 민첩하게 반응하기,

또한 내용의 표현을 위한 이미지를 가지고 상상력 발휘하기 등이다.

(1) 오른손의 빠른 16분음표는 16분쉼표와 액센트를 살려 고르게 표

현해야 한다. 오른손 멜로디에 반음이 많이 나와 좁은 공간에서의 손가락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다.

(2) 왼손 코드는 탄력 있는 스타카티시모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같은

스타카토라 하더라도 곡의 성격과 분위기에 맞춰 그 뉘앙스를 조정해야 하

겠다. 기본적으로는 손목을 사용하는 손목 스타카토로부터 최종적으로 손

가락 끝을 민감하게 떼는 스타카티시모에 이르는 연습이 필요하다.

(3) 비교적 빠른 템포로 연주하여야 하며(ੴ=ca. 112) 중급 학습자들

이 학습해야할 항목 중 ‘기동성’이 특히 강조되는 곡이다.

(4) ‘잠자리’라는 가벼운 캐릭터 표현을 보조하기 위해 A부분과 코다

에서는 소프트 페달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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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습 방법 제안

(1) 오른손 16분음표 연습에서 직사각형(�)으로 표시한 첫 박자에 해

당하는 네 개의 16분음표는 접두사와 같은 느낌으로 제외하고 두 번 째 박

자부터 16분음표 8개씩 나누어 연습해본다.(아래의 <악보 44> 참고)

(2) 원(○)으로 표시한 부분은 표시한 부분의 두 개의 음들, 한음만

연속으로 연주해 본 후 모든 음들을 연주해본다.

<악보 44> ‘잠자리’ 마디 1-4, 오른손 연습의 예

(3) 다음의 예시처럼 음형의 변화와 손가락의 움직임에 따라 직사각

형(�) 표시한 대로 나누어 연주해본 후 연결해서 연주한다. 음형의 끝마무

리를 가볍게 함으로써 데크레센도 효과도 함께 기대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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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잠자리’ 마디 5-6, 연습의 예

(4) 곡의 첫 부분인 마디 3-4에 나왔던 음형이 반복되나 새로운 음

형이 추가되었으므로 � 표시를 따라 연습해본 후 모두 연결하여 연주한다.

패시지의 전체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다.

<악보 46> ‘잠자리’ 마디 17-21, 연습의 예

5) 낭만주의 작품과의 연관

‘잠자리’는 가볍고 투명한 곤충의 날개를 표현하였으며 재빠른 비행을 묘

사하고자 한 곡이다. 각 박자의 첫 음이 강조되며 진행되는 16분음표 음형

은 맥도웰의 「열두 개의 기교적 연습곡 Op.46」중 5번 ‘유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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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Elfintanz: Dance of the devils)과 비슷하다. ‘유령의 춤’의 템포는

presto leggiero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잠자리’ 또한 moving quickly;

in district time으로 지시되어 있다. ‘잠자리’의 템포는 ੴ=ca. 112, allegro

정도로 ‘유령의 춤’ 보다는 느리게 연주된다. 아래 <악보 47>의 마디 1-4

에서는 양손으로 마치 한손이 연주하듯이 진행되나 5마디부터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오른손의 16분음표와 왼손의 화음진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잠

자리’에서 왼손 화음은 짧고 가벼운 분위기 표현과 단순히 화성을 나타내

는 역할로 등장한다. 그러나 ‘유령의 춤’의 왼손 진행은 화성 진행 자체가

멜로디 진행이 되는 역할도 하여 ‘잠자리’와 다른 점을 나타내고 있다.

<악보 47> 맥도웰 ‘유령의 춤’ 마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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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달빛 (Moonlight Mood)

1) 악곡의 성격

달빛 비치는 풍경과 분위기를 음향 위주로 표현한 인상주의적 작품이다.

길록은 낭만스타일 전주곡집에서 흔히 인상주의로 분류되는 드뷔시 풍의

작곡어법까지 포함해서 다루었다. 이는 음색과 음향, 화성의 다채로움과 더

불어 페달의 표현적 사용까지 염두에 둔 의도라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예

로 중급을 위한 작품집을 시대별로 편찬한 힌슨의 작품집 낭만(Romantic)

편에도 드뷔시의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드뷔시나 라벨

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인상주의적인 작곡 기법이 다분히 표현된 작품

이다.

2) 악곡의 구조

<표 14> ‘달빛’의 구조

조성 : B 장조, 박자 : 4/4

구분 마디

A(a, b) 1-9

A'(a’, b’) 9-17

Codetta 17-18

이 곡은 마디 8의 상행하는 음계를 기준으로 크게 A와 A’의 두 부분으

로 나눌 수 있으며 종지의 연장이 짧은 코데타(마디 17-18)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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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적 분석

학습목표는 중급 학습자들이 향상시켜야 할 세부적인 테크닉 중 ‘음색

조절’에 관한 사항, 곡의 전반에 걸쳐 소프트 페달과 댐퍼 페달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음색 조절, riten., a tempo, rit., freely 등의 지시어를 통한

템포 루바토의 풍부한 경험 등이다.

(1) 흐르는 듯한 리듬형을 패턴에 따라 구분할 수는 있지만 전통적

인 강박자 액센트는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쉼표를 사용하여 음악적 뉘앙

스를 표현하는 것은 드뷔시 음악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2) 3도 화음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화음들은 오른손, 왼손에

서 서로 교대하여 나옴으로써 넓은 음역에서 울리는 음향을 경험할 수 있다.

(3) G음에 제자리표가 여러 차례 등장하여 변성화음의 느낌을 주고

있으며 종지의 연장에서도 2도의 변성화음(반감 7화음)을 사용하여 신비로

운 색채감을 더하고 있다.

<악보 48> ‘달빛’ 마디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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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상주의적 분위기가 다분히 느껴지는 작품으로 섞여서 울리는

음향에 대한 경험을 목표로 하는 곡이다. 다정함과 그리움을 떠올리게 하

는 감정묘사는 사실적 표현이 아닌 안개 낀 듯한 효과로 나타나며 페달의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페달을 사용하여 레가토 효과를 주는 것이 좋으며

두 개의 스케일 패시지는 하프소리를 상상하며 연주해 보면 좋겠다.

4) 연습 방법 제안

(1) 우선적으로 모든 8분음표 겹음들을 알찬 음량으로 연습한다.

오른손, 왼손이 서로 주고받는 음형을 가지고 있지만 각 손을 따로 연습하

여 3도 화음의 진행 방향을 확인한다.

<악보 49> ‘달빛’ 마디 1-4, 3도 화음의 진행 방향

(2) 마디 8에서 시작하여 마디 9의 첫 박까지 상행하는 B 장조 음계

는 손의 움직임에 따라 나누어서 연습한 후 전체를 이어서 연주하면 빨라

지거나 음을 잘 듣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현상이 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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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0> ‘달빛’ 마디 8-9, 연습의 예

(3) 마디 16에서는 양손이 교차하며 상행하는 온음음계를 연주한다.

이 부분에서는 왼손이 먼저 나오므로 왼손을 주축으로 하여 먼저 연습하고

왼손 소리를 들으면서 전체를 연주해 본다.

<악보 51> ‘달빛’ 마디 16-17, 상행하는 온음음계의 연습

5) 낭만주의 작품과의 연관

아름답고 간결한 멜로디와 프랑스적 취향이 드러난 드뷔시의 「베르가마

스크 모음곡(Suite Bergamasque)」중 ‘달빛(Clair de lune)’과 매우 흡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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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을 주는 곡이다. 아래의 악보에 표시된 ‘con sordina’와 ‘달빛’의 악곡

전반에 걸친 소프트 페달의 사용은 공통적으로 절제된 음향과 감정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 양손의 코디네이션으로 진행되는 곡의 첫머리는 3도 화음

과 2도 화음으로 이루어져 두 곡에서 매우 흡사한 면으로 파악되며 두 곡

모두 다섯 개의 조표를 가진 온음계적 분위기의 곡이다.

<악보 52> 드뷔시 ‘달빛’, 마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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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을 스케치 (Autumn Sketch)

1) 악곡의 특징

맑고 파란 하늘을 보여주는 가을 풍경을 단출한 짜임새로 나타낸 곡이

다. 섬세한 움직임으로 연주하도록 지시되어 있으며 b 단조의 비교적 연주

하기 어려운 조성의 곡임을 감안하여 리듬의 복잡성을 피했다. 또한 양손

이 함께 나오는 부분을 최소화 하여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악곡의 구조

<표 15> ‘가을 스케치’의 구조

조성 : b 단조, 박자 : 3/4

구분 마디

A(a, a’) 1-15

B(b, b’) 16-31

Codetta 31-36

이 곡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A부분, B부분 모두 다시 작은 두 부분(a, a',

b, b')으로 나눌 수 있다. 종지의 연장인 코데타가 여섯 마디에 걸쳐 삽입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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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적 분석

학습목표는 곡 속에 나타나는 두 음 슬러와 세 음 슬러를 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구사할 때 필요한 팔의 다운(down), 업(up), 회전(rotating)의

안무, 양손이 교대로 모티브를 주고받으면서 형성해나가는 프레이즈에서

양손의 코디네이션, 분할된 멜로디 라인을 한 호흡으로 길게 끌고 나가는

결합력 등이다. 긴 프레이즈의 레가토 표현은 중급 수준에서 반드시 이루

어져야 할 학습 중 하나이다.

(1) A부분과 B부분을 잇는 연결 부분과 코데타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b 단조 음계가 등장한다. b 단조는 본 곡의 조성으로 b 단조의 음계로 이

루어진 이 부분을 선율적으로 해석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마디 15에서는

숲의 속삭임 마디 8(위의 <악보 6> 참고)에서와 같이 선율성을 가지고 각

부분을 연결하고 있다.

<악보 53> ‘가을 스케치’ 마디 14-16, b 단조 음계로 이루어진 연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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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부분, B부분 모두 5도권으로 동형진행 하고 8마디마다 완전 종

지가 나타난다. 종지감으로 곡의 구조를 세분할 수 있으며 A부분과 B부분

의 끝부분에서는 더 강한 종지감이 나타나고 있다. 마디 31부터는 종지의

연장인 코데타가 시작된다.

<악보 54> ‘가을 스케치’ 마디 1-4, 마디 17-22, 마디 25-30, 5도권 동형진행

마디 1-4

마디 17-22

마디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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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부분의 마디 25부터 마디 30(b')에서는 대선율을 이용하여 더

욱 풍부한 음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위의 <악보 54>, 마디 25-30 참고)

4) 연습방법 제안

(1) 못갖춘마디의 곡으로 오른손에는 두음 슬러가 약-강 박자에 걸

쳐 있고 다운, 업, 회전의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다. 두 음 슬러 중 뒤의

긴 음이 강 박에 위치함으로 지향점(focal point)을 두 번째 음에 설정하고

팔의 안무(choreography)로서70) 억양(inflection)을 조절할 수 있다.71)

(2) 왼손 반주가 약박에서 시작하므로 불필요한 액센트가 들어가기

쉽다. 둘째 박의 음을 잘 누르기 위해서는 왼손의 세 음 중 두 음만 연주

해 본 후 세 음 모두 합쳐서 연주한다.

<악보 55> ‘가을 스케치’ 마디 1-2, 도착점 설정

70) William Gillock, 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5.
71) 손과 팔의 안무에 관한 내용은 번스타인(Seymour Bernstein)의 『자기 발견

을 향한 피아노 연습』의 제 8장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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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성의 변화에 따라 프레이즈가 분절되어 있어 길게 프레이즈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어렵다. 화성적 해결점(cadence)에 따라 8마디가 한 프

레이즈로 연주되어야 한다.72)

<악보 56> ‘가을 스케치’ 마디 7-8, 마디 14-15, 마디 22-24

마디 7-8 마디 14-15

마디 22-24

5) 낭만주의 작품과의 연관성

캠프는 저서에서 쇼팽의 녹턴 등 고급 낭만주의 작품을 가르치기 전에

꼭 간결한 짜임새의 곡으로 분위기를 경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73)

72) Max W. Camp, Developing P iano Performance: A Teaching Philosophy,
79.

73) Max W. Camp, Teaching P iano: The Synthesis of Mind, Ear an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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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는 그 예시곡으로 탄스만(Alexandre Tansman, 1897-1986)의

‘Walzing’ from Happy time, 길록의 ‘Valse Triste’를 들었으며 이 ‘가을 스

케치’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필자는 예시곡들을 다룬 후에 연관시킬 낭만

주의 작품을 쇼팽의 「야상곡(Nocturne, Op.15, No.3)」으로 골라보았다.

이 곡은 ‘가을 스케치’와 같이 못갖춘마디로 시작하여 첫 박에 긴 음가의

음표가 나오면서 왼손은 두음 슬러로 표현되는 공통점을 지닌다.

<악보 57> 쇼팽 ‘야상곡’ Op.15, No.3, 마디 1-15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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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국 황제의 행진 (Procession of Mandarin)

1) 악곡의 성격

이 곡은 18세기의 중국 비단에 놓여진 자수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되었으

며 자수는 황제가 네 명의 하인들이 끄는 가마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

러싸여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가는 길의 악귀를 물리치기 위해 북을

치는 사람들도 등장한다. 행진하는 소리가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다가 나중

에는 바로 앞에 가까이 온 듯이 커져 셈여림을 통한 거리감 및 공간감을

표현하고 있다.

2) 악곡의 구조

<표 16> ‘중국 황제의 행진’의 구조

조성 : g♭ 장조, 박자 : 4/4

구분 마디

A 1-8

B 9-16

A’ 17-22

Codetta 23-26

이 곡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A’부분은 코데타를 포함하고 있다. 마

디 23부터 마디 26까지는 으뜸화음 안에서 진행되고 특징적인 선율이 나타

나지는 않으므로 코데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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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적 분석

학습목표는 인상주의적인 분위기의 5도 화음에 대한 이해, 곡 전체를 하

나의 거대한 셈여림의 영역으로 이해하기이다. 액센트 혹은 스포르잔도로

울리는 페달 포인트는 넓은 공간감을 청각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며 점차적

으로 확장되는 셈여림 또한 뚜렷해지는 시각적 이미지를 상상하게 한다.

앞 팔을 이용한 스타카토와 팔 전체에 긴장을 풀고 연주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화음을 한 페달로 묶는 블렌딩(blending)의 경험도 포

함한다.

(1) 5도 음정의 반복은 동양적인 느낌을 주며 드뷔시 또한 이러한

화음을 즐겨 사용하였다.

(2) 왼손의 이동 폭이 오른손보다 훨씬 넓고 복잡하다.

(3) A부분과 B부분에서는 양손이 번갈아가며 마치 한손이 연주하듯

이 화음을 연주하고 A’부분에서는 페달 포인트와 곡의 맨 마지막 음을 제

외하고 모두 unison으로 연주된다.

(4) 악보의 첫머리에 너무 단호하고 짧게 끊는 스타카토가 아닌 부

드럽게 끊어서 연주하도록(gently disconnected)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페

달의 사용으로 가능하며 화성의 변화에 따라 구성된 각 프레이즈는 한 번

의 블랜딩 페달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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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곡의 전반에 걸쳐 하나의 거대한 크레센도를 만들어 간다. 이러

한 작곡 기법은 시각적, 공간적 이미지를 셈여림의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느낄 수 있게 한다.

셈여림은 크게 A부분에서 p, mp로, B부분에서 mp, mf, f로, A’부분에서 ff,

fff로 나타나고 있다.

4) 연습방법 제안

(1) 왼손의 이동이 넓은 음역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먼저 두 마디 단

위의 � 표시한 페달 포인트만을 연주해 보고 페달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왼손 음들을 연주해 본다.

<악보 58> ‘중국 황제의 행진’ 마디 1-3, 페달 포인트

(2) 마디 8의 C음은 마디 9에서부터 시작될 A♭장조로의 전조(B부

분)를 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성의 변화를 청각적으로 인지하며 연주할

필요가 있다. 마디 17(A’부분)에서는 다시 원조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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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9> ‘중국 황제의 행진’ 마디 8-9

(3) 마디 17부터 곡의 끝까지 계속되는 크레센도를 표현하기 위해

특별한 다이나믹 지시어가 없는 마디 18부터 마디 22까지 소리가 작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악보 60> ‘중국 황제의 행진’ 마디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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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낭만주의 작품과의 연관

‘중국 황제의 행진’은 전 곡에 걸친 하나의 거대한 크레센도를 경험할 수

있는 곡이다.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Pictures at an

Exhibition) 중 ‘우마차’(Bydlo)에서도 이 곡과 같은 셈여림의 점진적인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음향적인 면과 인상주의적 표현에 있어서는 드뷔시의 「판화」

(Estampes)중 ‘파고다’(Pagoda)를 유사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악보 61> 드뷔시 ‘파고다’ 마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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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겨울 풍경 (Winter Scene)

1) 악곡의 성격

4분의 3박자 곡으로 춤곡 느낌을 준다. 필자는 스케이트장의 겨울 풍경

을 상상하였다. 얼음 조각이 햇빛에 반사되는 듯 영롱한 소리로 연주하기

를 길록은 이 전주곡집 첫머리에 언급하고 있다. 선율과 반주에서 모두 반

음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박자의 변화가 많은 것은 중급

학습자들에게 템포 루바토를 경험하게 하려는 길록의 의도로 판단되었다.

셈여림 표시는 ppp에서 mf까지로 되어있으며 조용한 분위기의 곡으로 볼

수 있다. 각 마디의 왼손 첫 박에서 손가락으로 첫 음을 지속 시켜주는 기

법과 왼손에서 화음이 지속될 때 오른손 선율이 패턴을 바꾸어 진행되는

것은 쇼팽의 왈츠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2) 악곡의 구조

<표 17> ‘겨울 풍경’의 구조

조성 : f# 단조, 박자 : 3/4

구분 마디

A 1-8

B 9-18

A’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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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은 A, B, A’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B부분은 두 마디(마디

17-18)의 짧은 연결구를 포함하고 있다.

3) 교수학적 분석

학습목표는 오른손에서 나오는 스케일 멜로디와 긴 프레이즈의 레가토

표현, 잦은 rit., reten., a tempo, largo 등의 지시어를 통한 템포 루바토의

경험, 노래하는 듯한 음색, p, pp, ppp의 다이내믹 영역을 통한 음량과 음

색의 조절 등이다.

(1) f# 단조 음계로 이루어진 짧은 동기가 되풀이되며 주된 선율은 A

부분 마디 1-4에서 오른손이, 마디 5-8에서 왼손이 제시하고 있다. B부분

의 선율 또한 음계로 이루어져 있으나 음형이 변화되어 등장하며 마디

9-14까지는 동형진행을 통해 클라이막스를 향해가는 전형적인 작곡 기법

을 구사하고 있다.

(2) 마디 15부터 마디 18까지 클라이막스에서 왼손이 밀집 화음으로

한 마디씩 지속되며 이 부분에서 오른손 선율의 아티큘레이션과 음형이 변

화된다. 오른손 선율은 반음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디 17에서 앞의 부

속화음이 딸림 7화음으로 해결된 후 마디 18까지의 짧은 연결구를 지나 A’

부분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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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2> ‘겨울 풍경’ 마디 15-17, 화성진행

(3) 마디 25의 E# 음은 마디 27에서 f# 음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이는

반음을 많이 쓰는 특징을 가진 이 곡에 통일성을 더해준다.

<악보 63> ‘겨울 풍경’ 마디 25-27

(4) 마디 4-5, 마디 8-13, 마디 17-19, 마디 24-25에서 리타르단도와

아템포가 반복되어 나타나며 이는 템포 루바토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작곡

자의 의도로 분석된다. 리타르단도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주로 긴 음가(4분

음표, 2분음표)를 사용하여 템포의 변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리타르단도와 아 템포 이외에도 마디 9의 espressivo, 마디 11의 more

emotion(riten.), 마디 16의 largo등은 섬세한 템포의 변화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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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4> ‘겨울 풍경’ 마디 3-5, 템포의 변화에 따른 음가의 사용

4) 연습 방법 제안

(1) 왼손의 첫 박을 세 박자동안 지속하고 있는 손가락 페달의 연습

을 위해 마디 1-4, 마디 9-12, 마디 19-24의 화음 진행을 밀집 화음으로

연습해본다.

<악보 65> ‘겨울 풍경’ 마디 1-4, 왼손 화음 연습의 예

(2) B부분의 오른손 선율은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인다. 각 프레이즈에

서 화음의 변화에 따라 뉘앙스의 차이를 느끼며 짧은 프레이즈를 연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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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6> ‘겨울 풍경’ 마디 9-14, 오른손 선율의 진행

(3) 잦은 템포의 변화로 템포 루바토를 경험하게 하고 있으나 처음에

는 규칙적인 박자로 연습한 후에 템포의 변화를 경험해보도록 한다. 특히

왼손의 4분음표, 오른손의 8분음표를 고르게 연주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

다.

5) 낭만주의 작품과의 연관

‘겨울 풍경’은 3박자의 곡으로 왈츠풍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으며 오른

손이 선율을 연주할 때 왼손 반주가 펼침 화음으로 나타나고 첫 음을 손가

락 페달의 역할로 지속하게 하고 있다. 쇼팽의 ‘화려한 왈츠’(Valse

Brillante, Op.34, No.1)의 첫 부분은 이 곡과 분위기는 다르나 마디

264-274에서 오른손 선율의 동형진행 하에 왼손이 첫음을 지속하며 반주

하는 것, ‘겨울 풍경’의 마디 15-18처럼 오른손에서 도약이 있는 8분음표

음형이 반복될 때 왼손은 밀집화음으로 연주되는 것에서 큰 공통점을 발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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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7> 쇼팽 ‘화려한 왈츠’ Op.34, No.1, 마디 26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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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레나데 (Serenade)

1) 악곡의 성격

매우 서정적인 이 곡은 호흡이 긴 단선율을 겹음으로 반주하는 형태로

쇼팽의 녹턴을 강하게 연상시킨다. 길게 노래하는 선율을 높은 음역과 중

간 음역대에서 모두 경험할 수 있다. 길록은 하나의 선율이 반복될 때 여

러 옥타브에서 표현하는 기법을 즐겨 사용하였다.74)

D♭ 장조로 다섯 개의 조표와 여러 개의 선율을 노래하기 어려운 대신 같

은 리듬패턴의 반복과 순차 진행하는 선율로 중급 연주자를 배려하였다.

2) 악곡의 구조

<표 18> ‘세레나데’의 구조

조성 : D♭ 장조, 박자 : 4/4

구분 마디

A 1-16

A’ 1-16

Coda 17-24

이 곡은 다 카포(Da Capo) 형식으로 A, A'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코

다를 포함하고 있다. 악보상에 D.C. al Coda, to Coda, Coda가 표시되어 있다.

74) Kathryn Starnes Duarte, “The Piano Music of William Gillock,”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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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적 분석

학습목표는 길게 지속되는 프레이즈의 표현, 한 손(왼손) 안에서 두 개

혹은 세 개의 독립된 성부를 표현, 시작하는 지점이 다른 각 손의 프레이

즈, 각 손의 다른 아티큘레이션, 화성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조절해야 하

는 페달을 이용한 음색, 여러 음역으로의 빠른 이동과 그에 따른 몸의 움

직임 등이다.

(1) 선율은 세 성부로 나타나고 있고 왼손의 음정이 변화하며 진행

하므로 왼손 화음의 상성부를 대선율로 볼 수 있다.75)

(2) 이 같은 스타일의 곡에서 오른손 선율은 풍부하고 알찬 소리(fat

tone)를 구사해야 한다.

(3) 마디 13까지는 선율이 같은 리듬의 반복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마디 16의 리타르단도와 테누토는 다시 A로 돌아가는 곡의 구조를 명확하

게 구분지어 준다.76)

(4) A’로 다시 돌아가기 직전인 마디 16, 코다 부분에서는 largo,

riten., a tempo등 템포의 변화를 지시하였고 이를 통해 템포 루바토의 효

과와 청각적으로 곡의 구조를 구분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75) Uzler et al, The Well-Tempered Keyboard Teacher, 418.
76) Martha Hilley, “Interpreting The Preludes Of William Gillock,” 22.



- 111 -

4) 연습방법 제안

(1) 단선율의 오른손과 화음으로 이루어진 왼손 반주 사이의 음향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왼손도 충분한 음량으로 연습한 후

줄이는 단계를 밟는다.

(2) 긴 음가의 선율이 나올 때 확장된 톤으로 연주하여 길게 유지하

는 테크닉을 익힌다. 캠프는 『Teaching Piano』에서 강박에 위치하는 긴

멜로디 음가를 “두터운 소리(fat sound)”로 연주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두터운 소리”란 윤택하고 풍부한, 울림이 있는 소리를 의미한다.77)

<악보 68> ‘세레나데’ 마디 1-4

(3) 음역이 큰 폭으로 떨어져 건반에서의 위치감각을 익힐 수 있으

며 음역에 따라 양손이 교차되기도 하므로 건반에서 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77) Max W. Camp, Teaching P iano: The Synthesis of Mind, Ear and Body,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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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9> ‘세레나데’ 마디 10-14

(4) 코다에서는 템포의 변화 및 셈여림의 점차적인 표현을 요구하고

있으며 높은 음역에서의 음색 표현은 청각을 활용하여야 한다.

<악보 70> ‘세레나데’ 마디 19-24, 템포의 변화 및 셈여림의 점차적인 표현

5) 낭만주의 작품과의 연관

겹음 반주에 단선율 멜로디로 진행되는 쇼팽의 「야상곡」(Nocturne,

Op.9, No.2)이 연상된다. ‘야상곡’은 8분의 12박자로 3박 계열의 곡으로 볼

수 있어 ‘세레나데’보다는 복잡한 느낌을 주나 두 곡은 공통적으로 왼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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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화음 또는 3화음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오른손 선율에서 붙임줄

을 이용하여 선율을 길게 지속하는 부분이 등장한다. ‘세레나데’는 못갖춘

마디의 곡이 아니지만 첫 마디에서 지속된 멜로디가 붙임줄로 두 번째 마

디까지 연결되어 오른손 선율의 프레이즈가 모두 두 번째 박에서 시작한

다. 이것은 마치 못갖춘마디의 느낌을 주며 못갖춘마디로 작곡된 쇼팽의

‘야상곡’과 비슷한 느낌을 갖게 한다.

<악보 71> 쇼팽 ‘야상곡’ Op.9, No.2, 마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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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벌새 (Humming Bird)78)

1) 악곡의 성격

c# 단조의 곡으로 빠르고(♩=ca. 132) 부드럽게 연주하기를 지시하고 있

다. 민첩하고 가벼운 오른손 움직임을 통해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으며 좁

은 음역 안에서의 움직임은 작은 몸집의 벌새를 묘사한다. 좁은 음역 안에

서 같은 음형 패턴의 반복이 많은데 이것은 벌새가 꿀을 먹기 위해 날개짓

을 하며 꽃 위에 정지해 있는 것을 묘사한 반면 빠른 음역 이동은 잽싼 벌

새의 순간 이동을 표현했다.

2) 악곡의 구조

<표 19> ‘벌새’의 구조

조성 : c# 단조, 박자 : 4/4

구분 마디

A 1-8

B 9-16

A’ 1-6

Coda 17-22

78) 벌새 : 조류 중에 가장 작은 새로 벌과 흡사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꿀벌

처럼 꽃의 꿀을 먹기도 하는데 이 때는 날아오른 채로 날개를 빠르게 움직이며

꿀을 빨아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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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은 A, B, A’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 카포 형식으로 A’부

분은 여섯 마디의 코다를 포함하고 있다. B부분의 마디 12부터 마디 16까

지는 딸림화음의 연장으로 곡의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연결구적 성격을

가진다.

3) 교수학적 분석

학습목표는 오른손 손가락의 빠른 움직임과 독립, 왼손의 가벼운 터치의

손목과 손가락을 이용한 스타카토, 소프트페달과 댐퍼페달을 함께 사용하

거나 하나씩만 사용하여 음색의 다양성을 경험하기, 빠른 템포 안에서 più

mosso, rit., accel.등의 템포 변화에도 민첩하게 반응하기 등이다.

(1) 반음계적 모티브가 끊임없이 반복되며 c# 단조의 6음이 계속 등

장하여 1도와 6도의 성질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악보 72> ‘벌새’ 마디 1-2, 선율에서 6음의 등장 및 왼손 반주의 화성 진행



- 116 -

(2) 마디 7-8, 마디 17-18에서는 네아폴리탄 화음79)의 사용으로 화

성적 풍부함을 더하고 있으며 다른 부분의 반음계적 선율 진행과는 다른

음형을 사용하여 단조로운 음형의 반복에 변화를 주고 있다.

<악보 73> ‘벌새’ 마디 7-8, 마디 17-18

마디 7-8

마디 17-18

(3) 셈여림은 ppp에서 mf까지로 비교적 작은 소리로 연주하기를 지

시하고 있으며 마디 1부터 마디 8까지 소프트 페달을 사용하다가 9마디에

서 같은 선율이 다른 음역에서 반복될 때 소프트 페달의 사용을 멈춤으로

79) 네아폴리탄 화음 : 단조에서 많이 쓰이는 6화음으로 변성 화음에서 중요한 화

음이다. 예를 들어 다 장조에서 네아폴리탄 6화음은 F,A♭,D♭으로 이루어진다.

교회선법 중 ‘프리지아’의 느낌을 준다. 예를 들어 E음으로 시작하는 프리지아

의 둘째 화음 F,A,C 음이 마 단조에서 쓰이면 그것이 바로 네아폴리탄 화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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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음향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più mosso, rit., accel.등 템포의 변화는 벌

새의 움직임을 더욱 생동감 있게 묘사한다.

(4) 마디 19부터 마디 22까지는 벌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상승하는

음형 패턴의 반복과 멀리 날아간다(flying away)는 지시어, 소프트 페달의

사용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부분은 으뜸화음의 연장으로 진행되며 넓은

음역을 사용하고 있다.

<악보 74> ‘벌새’ 마디 19-22

4) 연습 방법 제안

(1) 좁은 움직임으로 반복되는 반음들과 하행하는 반음계의 고른 연

주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선율을 분할하여 연습한다.

<악보 75> ‘벌새’ 마디 1-2, 오른손 선율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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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왼손 반주는 오른손 선율에 비해 넓은 음역을 포함하고 있어 도약

이 크다. 높은 음역의 음들을 연주할 때 실수하기 쉬우므로 마디 9부터 마

디 13까지는 첫 박의 음을 연주한 후 왼손이 연주할 자리를 미리 준비하도

록 한다,

<악보 76> ‘벌새’ 마디 10-11, 왼손의 준비

 

      (3) 음형의 변화가 나타나는 마디 7-8, 마디 17-18은 밀집화음으로

연습할 수 있고, 오른손의 상성부만 따로 연습하여 작곡가가 테누토와 스

타카토, 액센트 등으로 강조하고 있는 음들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

(위의 <악보 71> ‘벌새’ 마디 7-8, 마디 17-18 참고)

5) 낭만주의 작품과의 연관

오른손에서 반음계적으로 진행되는 빠른 16분음표의 움직임은 림스키 코

르사코프(Nicolay, Rimsky-Korsakov, 1844-1908)의 오페라 ‘술탄 황제의

이야기’(The Tale of Tsar Saltan) 중 벌떼들이 백조 주위를 날아다니며

백조를 공격하는 장면을 표현한 ‘왕벌의 비행’(Flight of the Bumblebee)을

연상할 수 있는 곡이다. ‘벌새’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른손 음형은 반복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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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은 화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짧은 음가로 표현되고 있다. 처음에 제시된

오른손 음형들이 4도 위에서 다시 반복되는 것도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악보 77> 림스키-코르사코프 ‘왕벌의 비행’ 마디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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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이애나 분수 (Fountain of Diana)

1) 악곡의 성격

멕시코 시티에 위치한 막시밀리안 황제(Emperor Maximillian)와 여왕 카

를로타(Empress Carlotta)의 궁전 입구에 있는 분수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

된 곡이다.80) 물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분수에서 나오는 물의 움직임을 분

산화음 패턴의 반복으로 표현하고 있고 부드럽게 흘러가듯이(smoothly

flowing) 연주하기를 지시하고 있다. 물의 유동적이고 변화하는 움직임을

소리로 잘 표현해야 하겠다.

2) 악곡의 구조

<표 20> ‘다이애나 분수’의 구조

조성 : A♭ 장조, 박자 : 3/4

구분 마디

A(a, a’) 1-8

B 9-16

A’ 17-21

Codetta 21-24

이 곡은 A, B, A’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A부분은 다시 a, a’부분으

로 나누어지며 네 마디의 짧은 코데타를 포함하고 있다.

80) Martha Hilley, “Interpreting The Preludes Of William Gillock,”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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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적 분석

학습목표는 왼손에서 선율을 연주하고 오른손에서 고른 16분음표를 연주

하기 위한 각 손의 독립성, 왼손은 f, 오른손은 p로 동시에 연주되는 셈여

림의 조절, 각 손이 마치 한손이 연주하듯이 연결되는 프레이즈 처리를 위

한 양손 연결의 테크닉, 네 옥타브에 이르는 넓은 음역의 사용, 팔의 사용

과 음색의 뉘앙스 표현, 물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음색 표현, 긴 연결

페달의 사용 등이다.

(1) 오른손 선율은 16분음표 분산화음 음형으로 반복된다. 마디 16의

첫 박부터 두 번째 박까지 이어지는 셋잇단음표는 클라이막스에서의 음형

변화와 이어지는 rit.의 준비를 유도하고 있다.

<악보 78> ‘다이애나 분수’ 마디 1-2, 오른손 선율의 16분음표 분산화음

및 마디 16, 오른손 선율의 셋잇단음표

마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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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6

(2) B부분은 A부분과 같은 음형이지만 마디 16 클라이막스의 딸림

화음을 향해 진행되고 있으며 화성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악보 79> ‘다이애나 분수’ 마디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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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손으로 연주되나 한손으로 연주하듯이 한 프레이즈로 처리해

야 하는 부분이 마디 3-4, 마디 7-8, 마디 10, 마디 15, 마디 21-23에서 나

타난다.

(4) riten. rit. a tempo 등 템포의 변화를 통해 물의 유동성을 표현

하고 있다. 단순한 지시어 지키기가 아닌 물의 움직임을 연상하는 자연스

러운 처리가 필요하다.

(5) smoothly flowing, cantabile, dolce와 같은 지시어는 부드러운

음색의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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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습 방법 제안

(1) 왼손 선율에서의 테누토 표현과 오른손(16분음표)의 진행에 비해

긴 음가(4분음표)를 노래하듯이 표현하기 위해 ‘텅빈 무도회장’에서처럼 첼

로 소리를 연상하며 왼손을 연주한다. 먼저 왼손을 모두 큰 소리로(full

tone) 연습한 후 크레센도를 표현한다.

(위의 <악보 78> ‘다이애나 분수’ 마디 1-2 참고)

(2) 양손이 한 프레이즈를 번갈아 연주할 때 손이 바뀌는 첫 음에서

불필요한 액센트가 들어갈 수 있다. 부드럽고 고른 소리로 연주하기 위해

다음 악보와 같이 손이 바뀌는 첫 음까지 분할하여 손이 바뀌는 첫 음을

끝 음으로 가정하고 연습한 후 이어서 연주한다.

<악보 80> ‘다이애나 분수’ 마디 3-4

(3) 팔의 사용을 통해 톤의 뉘앙스를 표현한다. 팔과 손목의 곡선적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81)

81) Seymour Bernstein, With Your Own Two Hands: Self-Discovery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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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낭만주의 작품과의 연관

낭만 레퍼토리 중 물을 소재로 한 리스트의 「순례연보 Ⅲ」(Annees de

Peleringe III) 중 ‘에스테장의 분수’(Les Jeux d’eaux à la villa d’este)와도

흡사한 분위기이지만 음형의 유사성은 라벨의 ‘물의 유희’(Jeux d’eau)와

가깝다.(아래의 <악보 81> 참고) 오른손에서 분산화음을 연주하고 왼손에

서는 오른손 반주보다 긴 음가의 음표들이 긴 프레이즈로 선율을 표현하고

있다.

<악보 81> 라벨 ‘물의 유희’ 마디 38-39

Music 『자기발견을 향한 피아노 연습』,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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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령 기사 (Phantom Rider)

1) 악곡의 성격

동화나 만화의 캐릭터로 알려진 유령기사를 소재로 한 곡으로 기사

(rider)라는 제목에서 기동성을 느낄 수 있는 빠른 템포(♩=ca. 144)로 연주

해야 하는 곡이다. g# 단조의 곡으로 중급 학생들이 접하기에 어려운 조성

을 가지고 있다. 양손이 교대하거나, unison으로 연주하게 하여 연주의 부

담감을 줄이고자 하였다. 양손이 교대하는 패시지가 많은 것은 길록의 작

곡 기법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2) 악곡의 구조

<표 21> ‘유령 기사’의 구조

조성 : g# 단조, 박자 : 4/4

구분 마디

A 1-8

A’ 9-26

Coda 17-22

이 곡은 A, A'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마디 17부터는 A와 A’의 첫

부분(마디 1, 마디 9)을 회상하는 성격을 가진 코다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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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적 분석

학습목표는 양손에서 동등하게 나타나는 펼침 화음 셋잇단음표와 화음의

연주를 위한 손가락의 독립성, 앞 팔을 이용한 화음의 스타카티시모, 빈번

하게 나타나는 양손의 교차, 여섯 옥타브에 이르는 넓은 음역의 경험 및

여러 음역으로의 빠른 이동과 몸의 움직임 등이다.

(1) 펼침 화음에서 양손의 빠른 교대와 곧바로 밀집 화음으로 이어

지는 짜임새 변화로 중급에서 학습되어야 할 빠른 변화82)에 적응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2) 펼침 화음의 이음줄과 밀집 화음의 스타카티시모로 아티큘레이

션이 대조된다. 밀집 화음의 상성부는 멜로디와 같은 역할을 한다.

<악보 82> ‘유령 기사’ 마디 1-2, 짜임새의 변화 및 아티큘레이션의 대조

(3) 넓은 음역에서 양손 교차를 빈번히 사용하고 있으며 높은 음역

에서 곡을 끝마치는 길록의 음악적 특성 또한 나타나고 있다.

82) Uzler et al, The Well-Tempered Keyboard Teacher,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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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3> ‘유령 기사’ 마디 19-22, 넓은 음역 사용의 예

(4) 코다가 나오기 전 늘임표의 사용으로 분위기의 전환을 암시하고

있다. 코다 부분에서는 p, pp의 셈여림으로 A’부분의 셈여림 mf, ff와 대조

되며 유령 기사가 사라지는 분위기를 표현한다.

4) 연습방법 제안

(1) 비화성음의 빈번한 사용으로 임시표에 주의하여 연주하여야 한다.

(2) 마디 1에서 크레센도에서 커지는 구간을 넷째 박으로 설정하여 연주

해보고, 마디 2의 밀집 화음들은 순간 밀기83) 동작을 이용한다. 마디 1의 셋째

박에 나오는 왼손 음들과 2마디의 첫째 박에 나오는 왼손 화음의 음정관계를

생각하여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연습한다. (위의 <악보 80> 마디 1-2 참고)

(3) 넓은 음역에 걸친 곡으로 음역의 이동에 따라 유연하게 몸통이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83) Gyorgy Sandor, On piano playing(NY: Shirmer Books, 1981), 김귀현 외 번

역 『온 피아노 플레잉』(서울: 음악춘추사), 2001, 제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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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펼침화음과 밀집화음 부분들을 각각 모아서 연습해본 후 연결한다.

5) 낭만주의 작품과의 연관

이 곡의 짜임새는 특정 곡을 연상시킨다기 보다는 낭만주의 시대에 사용

되었던 보편적인 음형들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펼침 화음과 밀집

화음을 번갈아 사용하며 펼침 화음은 넓은 음역에 걸쳐 있다. 쇼팽의 ‘발라

드’ (Ballade, Op.52) 중 펼침 화음과 밀집 화음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그

예시를 찾아보았다.

<악보 84> 쇼팽 ‘발라드’ Op.52, No.4, 마디 17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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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비상 (Soaring)

1) 악곡의 성격

날아오르는 동작과 모양새를 음형으로 표현했다. 리듬 패턴은 일정하고 반

복적이지만 크게 그려지는 전체적 리듬은 매우 역동성을 지닌다. 셋잇단음표

음형은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네 마디만을 제외하고 펼쳐지며 화성의 변화를

통해 긴장(tension)과 해결(resolution)의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곡이다.

2) 악곡의 구조

<표 22> ‘비상’의 구조

조성 : E♭ 장조, 박자 : 4/4

구분 마디

A 1-8

A' 9-20

Codetta 21-24

이 곡은 A와 A’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A’부분은 A부분의 멜로디가 동

일하게 반복되지는 않지만 음형이 같고 마디 9부터 마디 10의 셋째 박까지

는 A부분과 똑같이 반복되므로 A부분이 재현되는 뉘앙스를 준다. 마디 21

부터 마디 24까지는 으뜸화음의 연장 속에 증화음을 포함한 코데타로 분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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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적 분석

학습목표는 한 손 안에서의 두 가지 성부 표현, 양손의 교차, riten., rit.,

poco rit., a tempo등 템포의 변화에 따른 루바토의 경험, 신비로운 색채감

을 주는 반음계 및 증화음의 사용, 넓은 음역, 페달 포인트 등이다.

(1) 화성의 진행을 통한 긴장과 이완이 나타난다. 이 부분은 전 시대

에 비해 훨씬 다채로워진 화성진행 속에 흔히 나타나는 중요 개념이다. 화

성에 의해 오르고 내리는(rise & fall) 움직임은 중급단계에서 충분히 경험

해야 한다.84)

(2) B부분에서는 베이스의 움직임이 A부분과 다르다. 마디 9부터 새

로운 부분이 시작되는데 A부분과 같은 화성으로 진행되다가 마디 14부터

는 새로운 화음이 등장하여 다채로운 화성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악보에서 왼손 화음은 E 음을 페달 포인트로 하고 있으며 내성은 반음계

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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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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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5> ‘비상’ 마디 1-15, 화성 및 베이스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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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넓은 음역에 걸친 비상하는 듯한 음형의 패시지(마디 7-8)를 기

준으로 A부분과 A’부분이 나뉘어진다.

(4) 마디 8-9와 마디 20-21에서 riten., a tempo로 나타나는 템포 변

화는 새로운 부분이 시작되는 뉘앙스를 표현하고 있다. 마디 14-15에도 동

일하게 템포 변화가 명시되어 있으나 화음의 진행이 불안정하여 계속 진행

되는 느낌을 준다.

4) 연습방법 제안

(1) 셋잇단음표의 두 번째 음부터 시작하여 세음씩 그룹을 지어 연습해

본다. 주선율의 연결성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확실히 다질 수 있는 연습이다.

<악보 86> ‘비상’ 마디 1-2, 연습의 예

(2) 화음의 진행을 잘 듣고 손의 위치를 익히기 위해 오른손 셋잇단

음표를 하나의 화음으로 묶어 밀집화음으로 연습해본 후 양손을 모두 화음

으로 연주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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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낭만주의 작품과의 연관

‘비상’에서는 펼침 화음으로 이루어진 셋잇단음표의 첫 음이 한 박자 동

안 지속되면서 선율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라흐마니노프의 「환상적

소품」(Morceaux de fantasie, Op.3) 중 4번 ‘어릿광대’(Polichnelle)의

agitato 부분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아래의 악보는 오른손에서 셋잇단

음표 뿐 만 아니라 16분음표도 등장하고 왼손 화음도 옥타브와 10도 화음

등 ‘비상’보다는 복잡한 음형을 보이나 화성의 진행이 곧 멜로디의 진행이

되며 오른손 펼침 화음의 첫 음을 지속하여 선율을 만드는 점과 왼손 화음

의 페달 포인트로서의 역할은 ‘비상’과 매우 흡사하다.

<악보 87> 라흐마니노프 ‘어릿광대’ Op.3, No.4, 마디 59-64, agit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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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조용히 내리는 눈 (The Silent Snow)

1) 악곡의 성격

‘10월의 아침’과 유사한 두껍지 않은 짜임새의 인상주의적 분위기를 지녔

다. 짧은 동기가 반복되며 4도와 5도 화음으로 차갑고 조용한 느낌을 담았

다. 열 마디의 짧은 곡이지만 악보 속 모든 소리 하나 하나에 뉘앙스를 집

어넣어야 한다.

2) 악곡의 구조

<표 23> ‘조용히 내리는 눈’의 구조

조성 : e♭ 단조, 박자 : 6/8

구분 마디

A 1-4

A' 5-9

Codetta 9-10

이 곡은 열 마디로 이루어진 짧은 곡이다. 마디 9부터 마디 10까지는 으

뜸화음의 연장으로 진행되는 코데타로 볼 수 있다.

3) 교수학적 분석

학습목표는 느린 속도의 건반 터치, 여섯 개의 조표에서 비교적 연주하

기에 어려운 조성, 세 성부의 음량 조절, 두 음 슬러, 한 프레이즈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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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셈여림을 이용한 뉘앙스 표현, 독특한 음계를 사용한 인상주의적 음향

경험, 종지 부분에서 양손의 교차 등이다.

(1) E♭, G♭, A♭, B♭, D♭음이 주를 이루어 5음 음계의 느낌을 준다.

(2) 손가락의 독립 보다는 음색, 터치, 아티큘레이션에 관한 연습을

하기 위한 곡이다.

(3) 각 부분의 종지인 마디 3-4, 마디 8-9는 부속화음에서 으뜸화음

으로 해결되는 진행을 보인다.

<악보 88> ‘조용히 내리는 눈’ 마디 3-4, 마디 8-9, 화성진행

마디 3-4

마디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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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셈여림은 마디 6까지 두 마디를 기준으로 cresc., decresc.되고

있으며 코데타 부분은 pp로 연주해야 한다. 프레이즈는 마디 1-4, 마디

4-6, 마디 6-10으로 나눌 수 있다. 마디 1-4의 프레이즈는 다시 두 마디씩

나눌 수 있는데 길록은 한 프레이즈 안에 cresc., decresc. 셈여림 기호를

사용하여 음악적 뉘앙스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코데타 부분은

해결된 으뜸화음의 연장이므로 한 프레이즈로 분석하였다.

<악보 89> ‘조용히 내리는 눈’ 마디 1-10, 프레이즈 분석

4) 연습방법 제안

(1) 전반적으로 작은 소리로 연주되어야 하는 곡이지만 처음에는 명

확하고 큰 소리로 연습한 후 느린 속도의 터치로 작게 연주한다.

(2) 마디 1-4는 네 마디가 한 프레이즈이나 셈여림은 두 마디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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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cresc., decresc.되고 멜로디도 두 마디를 기준으로 반복되므로 두

마디씩 끊어서 연습한다.

<악보 90> ‘조용히 내리는 눈’ 마디 1-4, 연습의 예

(3)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음줄 없이 전체를 연습해본 다음 원

래대로 이음줄을 지켜서 연주한다.

5) 낭만주의 작품과의 연관

‘조용히 내리는 눈’은 느리고 조용한 분위기의 곡으로 인상주의적 음색

표현을 경험하게 하고자 작곡된 것으로 보인다. 드뷔시 「전주곡 제 1집」

(Préludes Book 1)중 ‘눈 발자국’(Des pas sur la neige)을 연상하게 한다.

악곡의 분위기에 대한 작곡자의 섬세한 지시는 ‘조용히 내리는 눈’에서

slowly; quietly로, ‘눈 발자국’에서는 Triste et lent로 흡사한 표현을 사용

하고 있다. 선율 표현에 대한 지시도 각 곡에서 cantabile, expressif et

douloureux로 구체적 지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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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1> 드뷔시 ‘눈 발자국’ 마디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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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밤의 노래 (Night Song)

1) 악곡의 성격

유연하게 흐르는 밤 노래의 느낌을 선율과 내성의 짜임새로 표현하고 있

다. B♭ 장조의 곡으로 화음으로 연주할 때 비교적 어려울 수 있는 조성을

단선율이 주를 이루는 음형을 사용함으로써 연주자들이 쉽게 조성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2) 악곡의 구조

<표 24> ‘밤의 노래’의 구조

조성 : B♭ 장조, 박자 : 6/8

구분 마디

A 1-7

A' 8-17

Coda 18-21

이 곡은 A, A’의 두 부분으로 나뉘며 주제를 회상하는 네 마디의 코다를

포함하고 있다.

3) 교수학적 분석

학습목표는 오른손, 왼손 모두 한 손안에서 두 개의 성부를 표현하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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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성, 각 손이 동등한 역할을 하는 앙상블로서의 독립성, 빠른 템포의 곡은

아니지만 코다 부분을 제외하고는 양손 모두 쉼 없이 진행되는 움직임으로

지속적인 기동성, 낮은 음역에서의 음색 표현, 코다 부분 중 높은 음역(마

디 20-21)과 차별화된 음색 경험하기 등이다.

(1) 오른손 한 손으로 두 개의 성부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왼손에서

도 마치 독립된 선율과 같은 베이스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각 손이 서로

앙상블을 이루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악보 92> ‘밤의 노래’ 마디 1-2

(2) 마디 6-7, 마디 16에서 마디 17의 오른손 진행에 붙임줄을 사용

하여 헤미올라 리듬을 표현하였다. (아래의 <악보 93> 참고)

(3) A와 A’부분은 딸림 7화음으로 마무리되는 반종지 악구로 분석

되며 이 부분에서는 rit., riten., 늘임표를 사용하여 각 부분의 끝을 암시하

는 길록의 작곡 기법적 특징85)을 엿볼 수 있다.

85) 헤미올라(hemiola) : 연주 중 긴장감을 주기 위해 마디 단위로 반복되는 박자의

개념을 깨고 새로운 박자의 리듬이 도입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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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3> ‘밤의노래’ 마디 6-7, 마디 16-17, 오른손헤미올라리듬사용및화성진행

마디 6-7 마디 16-17

(4) 마디 14에서 마디 21까지는 과감한 음역을 사용하여 중급 학습

자들이 경험해야 할 넓은 음역에 관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악보 94> ‘밤의 노래’ 마디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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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습방법 제안

(1) 오른손 연주에서 두 개의 성부를 표현해야 하므로 각 손가락의

조절력이 요구되며 내성은 작게, 외성은 크게 표현하기 위해 먼저 모든 음

을 크게 연주해본 후 내성만 작게 연주하는 연습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내성의 음을 프레이즈의 끝으로 생각하여 연습해본다. 이는 엄지손가

락이 치는 내성에 불필요한 무게가 들어가지 않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악보 95> ‘밤의 노래’ 마디 1-2, 오른손 연습의 예

(2) 왼손이 오른손과 동등한 효과를 내는 앙상블적 성격을 가진 곡

으로 오른손 외성과 왼손을 합쳐서 연습해본다.

<악보 96> ‘밤의 노래’ 마디 1-2, 양손 연습의 예

(3) 마디 12부터 마디 15까지는 오른손에서 각 손가락의 역할이 바

뀐다. 무게를 전환하여 1번 손가락에 무게를 실어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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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7> ‘밤의 노래’ 마디 12-15

5) 낭만주의 작품과의 연관

8분의 6박자 곡으로 8분음표가 곡의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연주되고 있

으며 지속음을 사용하여 선율선을 표현하고자 한 것은 낭만주의 작곡가 슈

만이 즐겨 사용한 방법이다. 오른손이 선율과 내성의 두 성부를 담당하는

짜임새는 낭만 레퍼토리에 자주 등장하며 슈만에게서 특히 많이 발견된다.

슈만의 ‘Novelletten’ 중 제 8번이 다음과 같다.

<악보 98> 슈만 ‘Novelletten’ Op.21, No.8, 마디 22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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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밤 길 (Night Journey)

1) 악곡의 성격

밤의 길 떠남에 대한 불안감과 급박함이 마치 말발굽 소리 같은 왼손 3

연음부 음형에 실려 있다. 다섯 개의 조표가 붙은 곡으로 시각적으로 중급

학습자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b♭ 단조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며 옥타브가 분할되어 이루어진 동기는 여러 음역에서 연주되어 긴

장감을 준다.86)

빠른 템포의 곡으로(ੴ=ca. 144-152) 다급하게 전진하는 분위기를 표현하

고 있으며 마디 13에서 마디 17까지는 목적지에 도착한 듯한 종지감을 준다.

2) 악곡의 구조

<표 25> ‘밤 길’의 구조

조성 : b♭ 단조, 박자 : 4/4

구분 마디

A(a,a) 1-5

B 6-9

A' 10-13

Coda 14-17

이 곡은 도돌이표에 의해 a부분이 똑같이 두 번 반복되는 A, 짧은 연결

구로 분석할 수도 있는 B부분과 A’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코다는

마디 14부터 마디 17까지로 볼 수 있다.

86) Uzler et al, The Well-Tempered Keyboard Teacher,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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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적 분석

학습목표는 스타카토, 스타카티시모, 액센트, 테누토, 슬러 등의 다양한

아티큘레이션, 옥타브로 이루어진 짧은 모티브와 스타카토가 붙은 화음의

대조적인 짜임새 등이다. 이 곡집에서 가장 빠른 템포의(ੴ=ca. 144-152)곡
으로 ‘기동성’을 학습할 수 있다.

(1) 스타카토, 스타카티시모, 테누토, 액센트 등 다양한 아티큘레이션

이 등장하며 짧은 페달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2) 잦은 화성의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왼손이 동일한 음으로

진행하고, unison으로 연주하게 하여(아래의 <악보 99>참고) 연주상의 어

려움을 최소화하고 있다.

<악보 99> ‘밤 길’ 마디 5-8, 왼손의 반복적 진행

<악보 100> ‘밤 길’ 마디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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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부분에서는 A부분에서 왼손으로만 연주했던 화음을 양손으로 연주

하게 하며 셈여림 또한 f에서 ff로 변화되어 더욱 확장된 음향을 제시하고 있다.

<악보 101> ‘밤 길’ 마디 1-2, 마디 9-11, A부분과 A’부분의 도입부 비교

마디 1-2

마디 9-11

(4) 코다는 마디 14부터 17까지로 이 부분은 D음이 반복적으로 나오

고 있어 피카르디 종지87)의 연장으로 분석된다.

진정시키듯, 조용하게(calmando)연주하기를 지시하고 있으며 마디 16의 리

타르단도와 데크레센도를 지나 p로 조용히 끝난다. 늘임표와 페달 사용으

로 여운을 남긴다.

87) 피카르디 종지(Picardi Cadence) : 단조곡에서 딸림화음 다음에 으뜸화음이 단

3화음(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3화음(I)으로 끝나는 종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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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2> ‘밤 길’ 마디 13-17, 코다 부분

4) 연습 방법 제안

(1) 밀집 화음으로 화성진행을 명확하게 인식한다.

<악보 103> ‘밤 길’ 마디 1-4, 밀집화음 연습의 예

(2) 연주상 까다로운 화음들을 쉽게 듣고 인식하게 하기 위해 3화음

중 윤곽음 두 음만을 연습한 후 전체를 연주한다.

<악보 104> ‘밤 길’ 마디 8-9, 화음 연습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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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주자가 명확하게 곡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는 숨표(’)를 배치하였다. 숨표를 기준으로 곡을 나누

어서 연습하도록 한다.

<악보 105> ‘밤 길’ 마디 5, 마디 9, 마디 13, 숨표의 배치

5) 낭만주의 작품과의 연관

‘밤 길’은 못갖춘마디, 셋잇단음표로 시작되는 슈베르트의 ‘스케르

초’(Zwei Scherzi, D.593, No.1)와 흡사한 음형 패턴을 보인다. 왼손에서 밀

집 화음이 나타나며 8분음표와 8분쉼표로 이루어진 음형은 ‘밤 길’에서의

스타카토와 같은 효과를 낸다. ‘스케르초’에서도 스타카토와 슬러, 액센트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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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6> 슈베르트 ‘스케르초’ D.593, No.1, 마디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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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추억의 발렌타인 (An Old Valentine)

1) 악곡의 성격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날을 회상하는 분위기의 곡으로 ‘빛바랜 편

지’와 비슷한 느낌을 준다. 조용히 추억에 잠긴 듯(Quietly reminiscing) 연

주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느린 템포로(♩=ca. 60) 설정되어 있다. 이 곡은

현악 4중주를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각 성부가 선율적으로 진행하고 있

다. 앙상블 느낌으로 모든 성부를 들으며 연주하면 좋다.

2) 악곡의 구조

<표 26> ‘추억의 발렌타인’의 구조

조성 : F 장조, 박자 : 3/4

구분 마디

A(a, b) 1-8

A'(a’, c) 9-16

이 곡은 8마디씩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디 1부터 4까지를 a,

마디 5부터 8까지를 b, 마디 9부터 12까지를 a’, 마디 13부터 16까지를 c부

분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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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적 분석

학습목표는 앙상블로 진행되는 각 성부를 파악하는 시각, 청각적인 능력,

계속해서 나타나는 지속음의 표현, 상성부 표현을 위한 손가락 독립, 프레

이즈 안에서의 셈여림 조절 및 곡의 구조에 따른 다양한 빠르기와 셈여림

구사 등이다.

(1) a부분과 a’부분의 첫 두 마디는 상성부 선율이 동일하나 a’부분

에서는 보다 넓은 음역에서 연주된다. a부분에서 왼손이 연주했던 순차적

으로 하행하는 대선율이 a’부분에서는 오른손으로 연주되며 한 옥타브 위

에서 재현되고 있다. 또한 마디 1-2에서는 F 음이 내성에서 지속되고 마디

9-10에서는 베이스에서 F 음이 지속되어 F 장조의 조성감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악보 107> ‘추억의 발렌타인’ 마디 1-2, 마디 9-10

마디 1-2 마디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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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부분은 버금딸림화음의 둘째자리바꿈에서 딸림화음 또는 딸림

7화음으로 진행되는 화성 진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프레이즈

가 한 마디씩 진행되다가 두 마디로 늘어나는 형태를 보인다. 마디 6은 마

디5의 메아리처럼 높은 음역에서 pp로 연주된다.

<악보 108> ‘추억의 발렌타인’ 마디 5-8, 화성의 진행 및 선율 변화

(3) 추억에 잠긴 모습을 템포의 변화(riten., rit., poco riten.)로 나타

내며 상성부 멜로디는 노래하듯이(cantabile) 연주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프

레이즈는 네 마디씩 설정할 수 있으나 네 마디의 프레이즈는 다시 두 마디

로 나뉘어진다(sub-phrase).

(4) A’부분과 같이 A부분이 재현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음향이 확장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곡은 A’부분의 셈여림이 pp로 시작되어 마디 12의

클라이막스를 지나 다시 pp로 조용히 끝맺는다. 아련한 느낌의 곡 캐릭터

표현에 걸맞는 다이내믹 장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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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9> ‘추억의 발렌타인’ 마디 9-16, A’부분

4) 연습 방법 제안

(1) 실내악 곡과 같이 모든 성부가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는 곡이

므로 각 성부를 따로 연습해 본다.

(2) A’부분의 사라지는 듯한 셈여림은 먼저 과장해서 큰 소리로 연

주해본 후 작은 소리를 표현해 본다.88)

(3) 캠프는 그의 저서 『Teaching Piano』에서 지향점(focal point)

을 설정하는 네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화성의 변화(harm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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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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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둘째, 선율의 진행방향(melodic direction), 셋째, 리듬의 지속

(rhythmic duration), 넷째, 이와 같은 상황들의 복합이다. 이 곡은 노래하

는 듯한(cantabile) 선율 표현을 위해 선율의 진행방향과 리듬의 지속에 따

라 각 프레이즈의 지향점을 설정하여 연습한다.89)

<악보 110> ‘추억의 발렌타인’ 마디 1-2, 지향점 설정의 예

5) 낭만주의 작품과의 연관

‘추억의 발렌타인’은 각 성부가 동등한 위치를 가지는 앙상블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다수의 현악 4중주곡을 남겼던 낭만주의 작곡가 브람스의 ‘간주

곡’(Klavierstücke, Op.118, No.2, Intermezzo) 속에서 흡사한 면을 찾아볼

수 있다. 같은 3박자의 곡에 2분음표로 여운을 주고 있다. 점8분음표와 16

분음표의 부점 리듬도 등장하나 대부분 4분음표, 2분음표, 8분음표로 이루

어져 복잡한 짜임새보다는 각 성부의 울림을 중요시 하는 곡이다.

89) Max W. Camp, Teaching P iano: The Synthesis of Mind, Ear and Body,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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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1> 브람스 ‘간주곡’ Op.118, No.2, 마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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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마녀의 고양이(A Witch’s Cat)

1) 악곡의 성격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고

양이를 묘사하듯 16분음표 아르페지오 음형이 반복되고 있다. 빠른 템포

(♩=ca. 144) 안에서 민첩한 패시지를 연주해야 하고 음역의 이동과 셈여

림의 변화가 잦아 연주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곡이다. 펼침 화음과 코드

의 모양으로 ‘밤 길’과 비슷한 짜임새를 보인다. ‘마녀의 고양이’라는 이미

지를 연상하여 연주하도록 Fancifully caricatured라고 지시되어 있다.

2) 악곡의 구조

<표 27> ‘마녀의 고양이’의 구조

조성 : f 단조, 박자 : 4/4

구분 마디

A 1-8

B 9-16

A’ 1-6

Coda 17-20

이 곡은 다 카포 형식에 네 마디의 코다가 붙어 있다. 재현 부분을 A’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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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적 분석

학습목표는 음역과 화성의 빠른 변화에 적응, p부터 ff까지 폭넓은 셈여

림, 소프트페달과 댐퍼페달을 모두 사용한 음색 조절, 강박에서의 액센트,

짧은 슬러의 끝에서 테누토 등 다양한 뉘앙스이다. 빠른 템포의 곡으로

(ੴ=ca. 144) 중급 테크닉 중 ‘기동성’을 학습할 수 있다.

(1) ‘밤 길’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른손과 왼손이 연결되어 한 프레이

즈로 연주되는 부분들이 많아 한손으로 연주하듯이 표현해야 하나 마지막

음에 테누토 표시를 하여 손이 바뀌는 부분에서 심리적 여유를 갖도록 배

려하였다.

<악보 112> ‘마녀의 고양이’ 마디 13-15

(2) 못갖춘마디의 곡으로 A부분에서는 첫 박이 액센트로 강조되고 있

다. 일반적으로 상행하는 음형을 크레센도로 연주하게 되나 하행하는 아르페

지오 음형을 점점 크게 연주해야 하고 상행하는 2도 음정 중 마지막 음을

가벼운 터치로 연주해야 한다. 또한 마디 1-2, 마디 5-6에서는 첫 박의 음에

서 세 번째 박의 음까지 2도 상행하는 음을 점점 작게 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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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3> ‘마녀의 고양이’ 마디 1-3

(3) 양손의 교차가 등장하며(마디 7) 오른손과 왼손의 음역이 겹치기

도 하고(마디 9-10) 코다 부분에서는 오른손에서 네 옥타브에 걸친 음역의

이동이 나타나 음역의 변화가 잦다.

<악보 114> ‘마녀의 고양이’ 마디 7, 양손의 교차

<악보 115> ‘마녀의 고양이’ 마디 9-10, 각 손 음역의 겹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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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6> ‘마녀의 고양이’ 코다 부분 중 마디 17-18, 음역의 이동

4) 연습 방법 제안

(1) 중급 학습자들에게 비교적 낯선 조성에서의 화성연습을 위해 아

르페지오 부분을 밀집 화음으로 연습한다.

<악보 117> ‘마녀의 고양이’ 마디 8-10, 연습의 예

(2) 다음 악보와 같이 연습하며 화성의 진행과 중심이 되는 음을 주

의하여 듣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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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8> ‘마녀의 고양이’ 마디 1-4, 연습의 예

(3) 코다 부분, 넓은 음역 안에서의 빠른 이동은 생소한 높은 음역

부분(아래의 <악보 117> 참고)을 집중해서 연습하면 더욱 극대화된 셈여

림 효과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다. 마디 18의 셋째 박 음도 소리가 작아

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주한다.

<악보 119> ‘마녀의 고양이’ 마디 17-20, 코다 부분

5) 낭만주의 작품과의 연관

못갖춘마디로 아르페지오 음형의 16분음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양손

이 함께 화음을 이루어 진행되는 쇼팽의 ‘소나타’ 제 3번(Sonata Op.53,

No.3)) 1악장에서 ‘마녀의 고양이’와의 유사함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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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8> 쇼팽 ‘소나타’ Op.58, No.3, 마디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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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을 연구한 결과 낭만주의 시대의 고급

작품을 다루기 전 짧은 악곡 안에서 미리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중급 작품집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을 통해 중급 학습자들이 학습할 수 있

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중급 시기에 학습되어야 할 내용인 ‘독립성’ 중 한 손안에서 두 개의 성

부를 표현해야 하는 테크닉은 빠른 움직임을 강조한 ‘잠자리’, ‘유령 기사’,

‘밤 길’과 같은 곡들을 제외한 모든 곡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빠른 손가락

의 움직임을 통해 ‘독립성’을 강조한 곡들은 ‘벌새’, ‘잠자리’, ‘유령기사’, ‘밤

길’, ‘마녀의 고양이’ 등이 있었는데 이 곡집의 메트로놈 표기상 가장 빠른

곡은 ‘밤 길’ 이었다.(ੴ=ca. 144-152) 이외에도 고른 스케일 표현, 보이싱

(voicing), 양손의 각 성부를 독립적인 성부로 인식하는 것 등이 강조되었

다. 양손에서 동시에 다른 아티큘레이션을 사용하는 곡이 많았으며 네 옥

타브 이상의 넓은 음역을 사용하여 폭넓은 건반과 음역에 따른 음량 조절

을 경험하게 하는 것 또한 ‘간주곡’, ‘빛바랜 편지’, ‘가을 스케치’, ‘조용히

내리는 눈’, ‘추억의 발렌타인’을 제외한 19곡에서 나타난다. 늘임표나 리타

르단도를 사용함으로 큰 프레이즈들을 구분하여 곡의 구조를 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였고 섬세한 템포 지시를 통한 템포 루바토의 경험은 중급

학습자들이 낭만주의 음악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음색 조절’의 측면에서는 셈여림 조절 함께 페달 사용에 대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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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두드러진다. 필요한 부분마다 댐퍼 페달, 소프트 페달을 각각 사용하는

것은 물론 ‘숲의 속삭임’, ‘바다 풍경’, ‘빛바랜 편지’, ‘달빛’에서는 댐퍼 페달

과 소프트 페달을 동시에 사용하게 하였다. 소프트 페달의 역할 인지하기

와 그것의 숙달에 취약한 학생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경험이다.

낭만주의 작곡기법의 중요한 부분인 반음계적 진행은 이 곡집에서도 다

분히 나타나고 있었는데 ‘숲의 속삭임’, ‘바다 풍경’, ‘간주곡’, ‘여름 폭풍’,

‘비상’에서는 반음계적 화성 진행이 나타났고 ‘잠자리’, ‘겨울 풍경’, ‘벌새’에

서는 멜로디에 반음계 아이디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길록은 인상주의적인

요소도 낭만주의적 성격에 포함시켜 제시하고 있었다. 해당 곡들은 ‘10월의

아침’, ‘달빛’, ‘중국 황제의 행진’, ‘조용히 내리는 눈’이다. 이 중 ‘10월의 아

침’과 ‘조용히 내리는 눈’은 온음 관계의 음들을 모티브로 설정하여 동양적

인 느낌을 더하였다.

길록은 20세기 작곡가이나 이 작품집은 인상주의를 포함한 낭만 스타일

을 익히기 위한 것으로 20세기 작곡기법인 무조성, 과도한 불협화음, 변박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곡들은 모두 평이한 박자인 4분의 2박자, 4분의 3박

자,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형식은 단순하여 두 부분

으로 나뉜 형식이 가장 많았고 ‘전설’, ‘빛바랜 편지’, ‘가을 스케치’를 제외한

모든 곡에 코다나 코데타가 삽입되어 있었다. 1마디-4마디 정도의 짧은 모

티브를 반복, 발전시킨 전주곡의 특징도 발견할 수 있었다. 프레이즈 단위

는 한 마디부터 여덟 마디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 곡 안에서도

여러 길이의 프레이즈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셈여림은 ppp에서부터 fff

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었으며 리듬 또한 다양하였는데 ‘비상’, ‘유령기사’,

‘밤 길’에서는 곡의 전반에 걸친 셋잇단음표 음형이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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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곡들의 연습 방법은 프레이즈의 도착점 설정, 팔의 사용을 통한 억양

조절, 이음줄을 없애고 연습하기, 작은 소리로 연주할 부분을 두터운 소리

(fat sound)로 연습하기, 밀집화음으로의 연습, 교차되는 양손 연주에서 한

손만을 연습, 윤곽음보다 내성을 더 크게 연습 그리고 양손 연습시 왼손

소리에 더욱 비중두기 등은 교수학적 원리에 의거한 한층 진보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각 곡에 담긴 위와 같은 구체적 사항들을 모두 종합하여「낭만스타일 서

정적 전주곡집」의 특징과 유용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각 곡들을 통하여 조표에 상관없이 모든 조에서 자신 있게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바흐나 쇼팽의 전주곡집과

같이 24개의 모든 조성을 사용하여 작곡되었고 장조 곡 뒤에는 나란한조의

단조곡이 따라 나온다. 음악을 경험하는 데 있어 관계 단조라는 익숙한 이

론이나 동일한 조표라는 시각적 기준보다는 청각적 경험을 훨씬 중요시 하

였던 작곡자 길록의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둘째, 모든 곡들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 안에 음악의 기본 요소인 리듬,

선율, 화성의 다채로운 모습이 짜임새 있게 담겨져 있다. 상상력과 음악적

표현 능력의 훈련과 함께 악곡의 구성과 짜임새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이

루어진다. 즉 내용과 형식의 조화와 균형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든다. 고급

과정 낭만 레퍼토리를 다룰 때 소홀해지기 쉬운 구조와 형식에 대한 인식

을 다질 수 있다.

셋째, 낭만주의 시대의 성격 소품과 같이 소재를 택함에 있어 자연 현상

이나 풍경 및 계절과 관련된 내용을 사용하여서 학습자의 정서를 풍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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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할 수 있는 점이 주목되었다. 그와 더불어 우화나 동화적인 세계도 다

수 등장하여 낭만주의의 환타지적 측면도 음악 속에 포함시켰다. 학습자들

의 다수의 연령대가 어릴 것으로 유추되는 바 매우 효과적인 소재 선택이

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버려진 무도회장’이나 ‘추억의 발렌타인’의 정서는

어린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성인 학습자들에게 알맞은 것으로써

이 작품집의 적용범위를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겠다.

넷째, ‘듣기’를 강조하는 청각의 활용에 대한 부분은 각 악곡에서 중요하

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템포 변화, 페달 사용, 다양한 음역사용,

프레이징, 음색 조절, 색채감을 주는 선법이나 비화성음 사용 등 길록은

청각에 의한 학습을 작품 속에서 크게 강조하고 있다. 이 곡집에 나타난

음색, 리듬, 분위기 묘사 등은 청각을 적극 활용하여야만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 있으며 교사는 이 곡 집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중급 학습자들에게 청

각의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각각 다른 음형과 분위기를 가지는 24개 곡 속의 지시는 매우

구체적이다. 작곡가가 원하는 음악적 표현들은 악보에 세심하게 표기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예컨대 자연스러운 프레이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중

급 학습자들에게 한 프레이즈 안에서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를 표시하여

프레이즈의 뉘앙스를 표현하게 하였다. rit., riten., a tempo, 늘임표 등의

템포 변화를 상세히 지시하였고 개정판에서는 곡의 대략적인 메트로놈 템

포가 모든 곡에서 제시되고 있었다.

여섯째, 연주하기에 어려운 조성일수록 음형, 리듬, 짜임새를 쉽고 단순

하게 만든 길록의 교수학적 배려를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연주하기에 비교

적 평이한 조성의 곡들은 리듬의 흐름이 다소 복잡하거나 빠른 쪽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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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느 유명 작곡자들의 ‘어린이를 위

한’ 작품집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층 진보된 교수학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곱째, 스물 네 개의 곡을 활용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교사가 각 곡을 지도함에 있어 리듬이나 짜임새에 따라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비슷한 분위기 혹은 대비되는 곡들을 세트로 묶을 수 있

으며, 본 논문 초반에 언급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24조성을 소그룹을 나누

어 묶는 작업 등 여러 방면으로 접근하여 학생에게 맞는 응용력과 창의성

을 발휘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특징과 장점들을 골고루 갖춘 「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

집」은 다양한 시대의 작품들을 경험해야 할 중급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레

퍼토리 곡 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록된 내용들은 교사들의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제 레슨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곡 집은

낭만주의 고급 작품들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는 좋은 학습용 레퍼토리가

될 수 있다. 나아가서 어린 학습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효과적으로 지

도할 수 있음은 물론 세련된 화성의 사용과 친화력 있는 낭만적 분위기는

성인 학습자들에게 사용할 레퍼토리로도 손색이 없다.

길록은 낭만주의 스타일 뿐 아니라 바로크, 고전, 현대 스타일의 교육적인

곡들을 다수 남겼다. 본 논문과 후속 연구들을 통해 길록의 작품들이 국내에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며 「낭만스타일 서정적 전주곡집」과 길록의 다른 작

품들이 널리 연주되어 교수학적 조명 하에 그 가치를 인정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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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목록90)

수준 곡집명 출판형태 수록곡

early to mid

elementary

level

Accent on Gillock

Volume 1
book

- Fog at Sea

- The Prowling Pussy Cat

- Autumn is Here

- Happy Holiday

- My Toy Duck

- Tom Toms

- Pow Wow

mid elementary

level

Autumn Is Here sheet

A Young Pianist's

First Big Note Solos
book

- Clowns

- The Glass Slipper

- Let’s Waltz

- The Little Shepherd

- New Roller Skates

- Pagoda Bells

- Smoke Signals

- Spooky Footsteps

- Swing Your Partner

- Water Lilies

Classic Piano

Repertoire –

Christmas

book

- Deck the Hall (arr. John Thompson)

- It Came Upon a Midnight Clear

(arr. John Thompson)

- God Rest Ye Merry, Gentlemen

(arr. William Gillock)

- Silent Night (arr. William Gillock)

- Jingle Bells (arr. Glenda Austin)

- O Little Town of Bethlehem (arr.

Glenda Austin)

- Jolly Old Saint Nicholas (arr. Edna

Mae Burnam)

- O Come, Little Children (arr. Edna

Mae Burnam) 외

Classic Piano

Repertoire – William

Gillock

book

- Little Flower Girl of Paris

- Spooky Footsteps

- On a Paris Boulevard

- Stately Sarabande

- Rocking Chair Blues 외

Now I Can Play

Book 3
book

- Pow Wow

- Tom Toms

- Moon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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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 Repertoire for the

Young Pianist, Book 2
book

mid to later

elementary

level

Accent on Gillock

Volume 2
book

- The Glass Slipper

- Clowns

- French Doll

- Moonlight

- The Haunted Tree

- Mission Bells

later

elementary

level

Accent on Gillock

Volume 3
book

- Village Dance

- Promenade

- Music Box Waltz

- Little Suite in Baroque Style

- Für Elise

Accent on Majors book

- Dance the Waltz

- Pixies

- Children Skating

- Christmas Tree Parade

- In Sunny Spain

- On a Quiet Lake

- Drums and Trumpets

Ariel (A Forest Sprite) sheet

Capriccietto sheet

Castanets sheet

Christmas at the Piano book

- Angels We Have Heard on High

- Deck the Hall

- Hark! The Hearld Angels Sing

- Jingle Bells

- Joy to the World

- Silent Night

- We Three Kings of Orient Are 외

Christmas Together,

Book 1

(1 Piano, 4 Hands)

book

- Angels We Have Heard on High

- Deck the Halls

- O Christmas Tree

- O Come, All Ye Faithful

- O Little Town of Bethlehem.

Christmas Together,

Book 2

(1 Piano, 4 Hands)

book

- Away in a Manger

- It Came Upon a Midnight Clear

- Jolly Old Saint Nicholas

- Silent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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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Favorite Hymns at the

Piano
book

- All Through the Night

- Come, Thou Almighty King

- Come, Ye Thankful People

- Doxology

- Fairest Lord Jesus

- For the Beauty of the Earth

- From All That Dwell Below the

Skies

- Gloria Patrie

- The God of Abraham

- God of Our Fathers

- God the Omnipotent

- Holy, Holy, Holy

- My Faith Looks Up to Thee

- Now the Day is Over

- O Come, Immanuel

- Onward, Christian Soldiers

- Praise My Soul the King of Heaven

- Sicilian Mariner's Hymn

- Softly now the Light of Day 외

Folk Songs &

Rhythmic Dances
sheet

Miniatures sheet

Mission Bells sheet

More Simplified New

Orleans Jazz Styles
book

Old Plantation sheet

On a Paris Boulevard sheet

Promenade sheet

Sarabande sheet

Simplified New Orleans

Jazz Styles
book

Solo Repertoire for the

Young Pianist, Book 3
book

Sonatina Classica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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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Dancers sheet

Still More Simplified

New Orleans Jazz

Styles

book

The Glass Slipper sheet

Valse Triste sheet

elementary to

early

intermediate

level

Accent on Solos

Level 1
book

- Circus Clown

- Clocks and Watches

- Daddy’s Rocking Chair

- Flying Carpet

- Glass Beads

- Halloween Witch

- Indian Rain Dance

- Little Brass Band

- Puppy Dog

- Snow Man

- State Fair

- Up and Down the Keyboard

- Wind in the Bamboo Tree

- Winter Wind

Accent on Solos

Level 2
book

- Argentina

- Gavotte

- Gypsy Camp

- Indian War Chant

- Little Flower Girl of Paris

- Little Gray Donkey

- Musette

- Owl at Midnight

- Sail Boats

- Splashing in the Brook

- Stars on a Summer Night

- Summertime Polka

Accent on Solos

Level 3
book

- At the Circus

- Dance of the Toys

- Drifting Clouds

- Oriental Market-place

- The Queen’s Minuet

- Sliding in the Snow

- Summertime Blues

- The Swinging Sioux

later
Summy Solo Piano

Package, No.201*
book

- Foggy Night at the Harbor

(Hansi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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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level

- Hoedown(Ernest Waxman)

- Hurdy-Gurdy(Ivan Vovk)

- It's Raining(Michael Brodsky)

- Bouncing the Ball(Buenta Carter)

- Scotch Plaid(Olive Nelson Russell)

- Try and Catch Me (Lillian Robbins)

- Aeolian Harp(William L. Gillock)

- March of the Circus Clowns

(Frederick Koch)

- Jazz a Gogo(Melvin Stecher, Norman

Horowitz, and Claire Gordon)

- Fifteen Men on a Pirate Boat

(Edna Mae Burnam)

- The Harpist(Bernice Benson Bentley)

- Ole!(Lynn Freeman Olson).

later

elementary to

early

intermediate

level

Christmas Together,

Book 3

(1 piano 4 hands)

book

- The First Noel

- God Rest Ye Merry, Gentlemen

- Hark! The Herald Angels Sing

- Jingle Bells

- What Child Is This?

early

intermediate

level

Accent on Analytical

Sonatinas
book

- First Sonatina

- Second Sonatina

- Third Sonatina

Accent on Classical book

- Für Elise(arr. William Gillock)

- German Dance Op.17-9(arr. William

Gillock) -Homage to Chopin

- Etude(In the style of Czerny)

- Capriccietto

- Barcarolle

- Piece in Classic Style

- Sonatina in C

Accent on Gillock

Volume 4
book

- At the Ballet

- Capriccietto

- Fiesta

- Harlequin

- Last Spring

- Old Plantation

- Lazy Bayou

Accent on Gillock

Volume 5
book

- Tarantella

- Carnival in Rio

- Flamenco

- The Juggler

- Sarab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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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se Triste

- Barcarolle

Accent on Majors &

Minors
book

- Sidewalk Waltz

- Windy Weather

- Dancing in the Garden

- Carillon

- Flying Leaves

- Wagon Train

- Mazurka

- Summertime Caprice

- Elfin Pranks

- Oriental Wind Chimes

- The Deep Blue Sea

- Swiss Music Box

- Land of Pharaoh

Accent on Rhythm &

Style
book

- A Stately Sarabande

- Hymn of Rejoicing

- Harpsichord Sonata

- Sonatina

- Prelude

- Spanish Gypsies

- American Folk Dance

Accent on the Seasons book

- Dancing in the Garden

- Figure Skating

- Graceful Skiers

- The Haunted Tree

- Horseback Ride

- Journey in the Night

- Last Spring

- Sleigh Ride

- Summertime Blues

- Summertime Caprice

- Waltz for Autumn

- Windy Weather

At the Ballet sheet

Barcarolle sheet

By a Sylvan Lake sheet

Carnival in Rio sheet

Dancing in a Dream sheet

Etude in E Minor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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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fare and Other

Country Scenes in

Baroque Style*

book

- Tapestry Weavers

- The Lute Player

- Lullaby of an Old Nursemaid

Festive Piece sheet

Fiesta sheet

Flamenco sheet

More New Orleans

Jazz Styles Duets –
book/cd

- New Orleans Blues

- Taking It Easy

- After Midnight

- Mister Trumpet Man

- Bourbon Street Saturday Night.

New Orleans Jazz

Styles Duets –
book/cd

- New Orleans Nightfall

- The Constant Bass

- Mardi Gras

- Dixieland Combo

- Frankie and Johnny

Polynesian Nocturne sheet

Solo Repertoire for the

Young Pianist, Book 4
book

Still More New

Orleans Jazz Styles

Duets

book

- Mississippi Mud

- Uptown Blues

- Downtown Beat

- Canal Street Blues

- Bill Bailey.

Tarantella sheet

The French Doll sheet

The Haunted Tree sheet

William Gillock

Arranges Popular

Songs

book

- Cabaret

- Day by Day

- Georgia on My Mind

- Happiness

- Misty

- Sunrise, Sunset

- A Time for Us

- Where Do I Begin

- You Are So Beautiful

- You Light Up My Life

mid intermediate

level

Accent on Duets

(1 piano 4 hands)
book

- Sidewalk Cafe

- Liebesfreud(Kreisler)

- Jazz Pre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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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of the Sugar Plum Fairy

(Tchaikovsky)

- Fiesta Mariachi 외

Accent on Gillock

Volume 6
book

- Adagio Esotico

- Bagdad

- By a Sylvan Lake

- Woodland Legend

- Viennese Rondo

- Fountain in the Rain

Accent on Gillock

Volume 7
book

- Ariel

- Blue Mood

- In Old Vienna

- Sevilla

- Deserted Plantation

- Castanets

Accent on the Black

Keys
book

- Roller Coaster

- A Highland Ballad

- Valse Gaie

- The Lonely Sea

- Blues Motif

- Hommage to Chopin

- On the Champs Elysees

- Bazaar

- Black Key Etude

- Waltz for Autumn

Adagio Esotico sheet

Aeolian Harp* sheet

Fountain in the Rain sheet

Gillock’s Festival of

Favorites*
book

- Aeolian Harp

- Autumn Sketch

- Cuckoo in the Palace Garden

- The Court Jester

- Dancing in the Levee

- A Deserted Ball Room

- Drifting Cowboy

- A Faded Letter

- Fanfare

- Hail the King

- Interlude

- Legend

- The Lute Player

- Masked Ball

- An Old Valentine

- The Princess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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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hearsal

- Royal Hunt

- The Spinners

- Tapestry Weaver

Goldfish sheet

Mirage* sheet

More New Orleans

Jazz Styles
book

- New Orleans Blues

- Taking it Easy

- After Midnight

- Mister Trumpet Man

- Bourbon Street Saturday Night

New Orleans Jazz

Styles
book

- New Orleans Nightfall

- The Constant Bass

- Mardi Gras

- Dixieland Combo

- Frankie and Johnny

(Theme and Variations)

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book

- Forest Murmurs

- Seascape

- October Morning

- Deserted Ball Room

- Legend

- Interlude

- Song of the Mermaid

- Summer Storm

- A Faded Letter

- Dragon Fly

- Moonlight Mood

- Autumn Sketch

- Procession of the Mandarine

- Winter Scene

- Serenade

- Humming Bird

- Fountain of Diana

- Phantom Rider

- Soaring

- The Silent Snow

- Night Song

- Night Journey

- An Old Valentine

- A Witch’s Cat

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50th anniversary

edition)

book/cd
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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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rait of Paris sheet

Programmatic Sonatina sheet

Sonatina in Classic

Style
sheet

Sonatine sheet

Summy Solo Piano

Package, No.301*
book

- The Guitar (Jessie L. Gaynor)

- Chimes Through the Mist (Bernice

Frost)

- Arab Horsemen (Hazel Cobb)

- By the Sea (Berenice Benson Bentley)

- Greensleeves (arr. Louise Christine

Rebe)

- Little Lead General (David Carr

Glover)

- Royal Hunt (William L. Gillock)

- By a Blue Lagoon (Stanford King)

- Very Important Person (Gail Harris)

- Mariachi Band(Olive Nelson Russell)

- Carillon(Annabelle Shrago Leviton)

- The Gypsies Are Coming(James H.

Rogers).

Still More New

Orleans Jazz Styles
book

- Mississippi Mud

- Uptown Blues

- Downtown Beat

- Canal Street Blues

- Bill Bailey

The Best of Grade 5

Piano*
book

- Gavotte(Bach)

- An Evening in the Village

- Sonatina in F

- La Tarantelle

- Bossa Nova(Cornick)

- Rondo

- Waltz in D Minor(Brahms)

- New Orleans Nightfall(Gillock)

- Gigue(Handel)

- Study in A Flat

- Tomorrow

- Novelette

- Allegro Molto

- Pajaro Triste(Mompou)

- Allegro Moderato in F

- Prelude in D Minor

Three Jazz Preludes book - Boogie prelude



- 183 -

- Blues prelude

- Jazz prelude

Valse Etude sheet

Viennese Rondo

(2 pianos 4 hands)
sheet

later

intermediate

level

Accent on Gillock

Volume 8
book

- Night Serenade

- Portrait of Paris

- Goldfish

- Arabesque Sentimentale

- Sleighbells in the Snow

Summy Solo Piano

Package, No.401*
book

- The Haunted Castle

(Louise McAllister)

- Dutch Shoes on Vienna Streets

(Max Schuldt)

- Command Performance (William L.

Gillock)

- Beside a Quiet Stream (Veda M.

Berkman)

- Moment Musical (Deryl Hancock)

- Moon Mist (Irene Rodgers)

- The Terrain of Spain (Melvin Stecher,

Norman Horowitz, and Claire Gordon)

- Sparkling Snowflakes (Ethel Tench

Rogers)

- Blue Butterflies(Denise Mainville)

- Phrygian Toccata(Mary Verne)

intermediate to

advanced

level

Accent on Two Pianos

(2 pianos 4 hands)
book

- Carnival in Rio

- On a Paris Boulevard

- Portrait of Paris

- Viennese Rondo

Classic Piano

Repertoire –

Christmas

book

- The First Noel

- Go Tell It on the Mountain

- The Holly and the Ivy

- March of the Toys

- O Come, O Come Emmanuel

- Shepherds, Shake off Your Drowsy

Sleep!

- Silent Night 외

Classic Piano

Repertoire – William

Gillock

book

- Valse Etude

- Festive Piece

- Polynesian Noctu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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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길록의 작품들은 미국의 윌리스 사(Willis Music Company)에서 대부분 출판

되었으나 일부 작품집과 개별 작품은 알프레드 사에서도 출판되었다. 알프레드

사에서 출판되는 작품집(혹은 개별 작품)은 제목 옆에 *로 표시하였다. 윌리스

사에서 나온 작품집과 개별 작품들은 할-레오나드 사(Hal-leonard Corporation)

홈페이지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길록의 작품과 여러 작곡가들의 작품을 모아 편집하여 출판한 작품집들도 있

으며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은 해당 곡 작곡가 이름을 수록곡 옆에 괄호로 표기

하였다. 주요작품목록은 http://willispianomusic.com, http://halleonard.com,

http://alfred.com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수준은 출판사의 분류기준을 따랐으

며 작품집은 book, 개별작품은 sheet로 구분하였다. 책과 CD가 함께 나온 경우

book/cd로 표시하였다.

- Sonatine 외

early

advanced

level

Sleigh Bells in the

Snow
sheet

advanced level
Summy Solo Piano

Package, No.501*
book

- Lament(Gilbert Allen)

- Etud(Alexandre Tansman)

- Boogie Rock(Richard Shores)

- Chili Peppers(Olive Nelson Russell)

- Gallopade(Genevieve Lake)

- To the Rising Sun(Trygve Torjussen)

- The Restless Sea(Berenice Benson

Bentley)

- Pinwheels(William L. Gillock)

- Mirage(William L. Gil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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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William Gillock’s

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for Intermediate Pianists

Yeonkyung Cho

Department of Music

Graduate School Hansei University

Even though the intermediate level is where thorough experience with

the four eras of piano music, Baroque, Classic, Romantic, and the 20th

century, should take place, it is often overlooked in reality.

Gillock's '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is a collection of works

presenting material that should be dealt with in the intermediate period.

This thesis is intended to introduce to Korea the yet little known

composer Gillock and his work '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and

disseminate in Korea the pedagogical values that accompany this

particular work.

The characteristics of Gillock's composing techniques clearly stand

out in this work. Frequent crossing of the hands, expressing the same

melody through a different octave, finishing off a piece in an extremely

high or an extremely low range, and using fermata at the end of the

piece or to connect individual parts are some examples.

It was evident from the fact that what the title implied was foun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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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ual contents that this work was ripe with Romantic tendencies,

and that each piece was vivid enough to facilitate a mode of instruction

accompanied by students' own imaginations stood out to be a great

advantage.

The main body of this thesis talks about the 24 pieces that '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consists of. It seeks first to understand the

character and structure of each piece, and then find out precise

connections between this collection of works and other high works of

the Romantic period in terms of Romantic traits.

This thesis not only analyzes each of these pieces in a pedagogical

way but also looks into pedagogical methods that can be taught

through each piece. It was concluded through this study that '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can be used effectively in the intermediate

stage of learning, especially as a preparation for dealing with the

advanced works of the Romantic period.

Gillock taught countless students despite the fact that he never

formally majored in music, and left various works such as '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that have educational connotations. It is my

hope that instructors will come to realize the irreplaceable importance of

being creative in teaching intermediate level students, and that '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 yet little heard of in Korea, will become a

truly useful repertoire for students going through the intermediat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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