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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중급과정은 다양한 시대의 레퍼토리를 경험

해야 하는 단계이다. 그 중 20세기 스타일은 중급과정에서 꼭 경험하게 해

야 하는 시기중의 하나로 12음기법, 무조성 같은 난해한 스타일 보다는 민

족주의, 신고전주의, 타악기적인 주법의 원시주의 같은 온건한 스타일의 곡

들을 소개하고 훈련해야 한다.

친숙하면서 현대성이 가미된 교육용 작품을 다수 남긴 러시아 작곡가 드미

트리 카발레프스키(Dmitri Kabalevsky, 1904-1987)는 그런 각도에서 주목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카발레프스키의 교육용 피아노 작품집

들 중에서도 30개의 곡들이 담긴 <어린이를 위한 30개 소품

Op.27>(Thirty Pieces for Children Op.27)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30개

의 각 곡의 순서대로 형식과 구성을 비롯한 기법적, 음악적 측면을 간단히

분석하고 스타일의 특징을 논하고 연습방법을 포함한 적절한 교수학적 해

석 및 제언을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작품집에 나타나는 민족주의, 신고전

주의, 원시주의, 복합형 등 스타일의 특징들을 정리해서 요약하는 작업을

통해 30개의 곡들에 나타나는 스타일상의 공통점을 취합해보았다. <어린이

를 위한 30개 소품 Op.27>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본 결과 민족주의스

타일이나 신고전주의, 원시주의 스타일들에 속하는 곡들도 있지만 혼합되

어 제시된 곡들이 대다수였다. 기법적인 특징으로는 순차진행이 주를 이루

며 선율이나 리듬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민족주

의적 발상에서 온 것으로 작품집의 거의 모든 곡이 이에 기반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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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주부분에서는 악기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표현되었으며, 왼손

과 오른손의 역할이 동등하게 나타나는 특징들도 두드러졌다. 30곡 안에

나타나는 카발레프스키만의 세심한 교수학적 배려들은 이 작품을 쉽게 접

근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점이라고 본다. 본 논문을 통해 20세기 전반부 경

향을 소개할 수 있는 레퍼토리 중의 하나로 카발레프스키의 <어린이를 위

한 30개 소품 Op.27>의 가치가 확인되어지길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교육

용 레퍼토리의 스타일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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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피아노 교육용 레퍼토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초급

교재들의 다양화도 주목할 만하지만 중급과정에 대한 관심도 이전에 비해

현저히 늘어났다. 초급 후반과 중급단계에서 고전이나 낭만작품 뿐만 아니

라 각 시대 레퍼토리를 골고루 가르치려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

세기는 여러 음악 스타일들이 공존하던 시기이므로 교사들에게는 다른 시

대보다 더 폭넓은 지식과 안목이 필요하다.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들의 입

장에서 보면 중급과정에서 다양한 20세기 스타일을 경험하고 훈련해야 고

급과정으로 들어가서도 부담을 덜 느끼며 20세기 곡들을 연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레퍼토리를 선정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피

아노 교사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하겠다.

학생에게 처음 20세기 스타일을 소개할 때에는 지나치게 실험적이거나

낯선 작품보다 전반적으로 친숙하면서 현대성이 포함된 작품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을 기준으로 20세기를 전반과 후반으로

구분할 때 전반기는 인상주의, 무조성 및 12음기법 또는 음렬주의, 신고전

주의, 민족주의 등의 여러 경향들이 한꺼번에 등장한 시기이다.1) 그들 중

무조성이나 12음 기법 등 실험성이 강한 스타일은 교육용으로, 특히 20세

기 스타일을 처음 소개하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1) 서혜영, 『20세기 피아노 음악-드뷔시에서 볼콤까지』, (서울: 지음, 20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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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음악, 12음 기법 등이 난해한 경향이라고 한다면 인상주의, 신고전주

의, 민족주의, 원시주의 등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경향들이기 때문에 피아노

교육 현장에서 우선적인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친숙하면서 현대성이

가미된 교육용 작품을 다수 남긴 러시아 작곡가 드미트리 카발레프스키

(Dmitri Kabalevsky, 1904-1987)는 그런 각도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교육용 20세기 작품을 사용할 때 가장 자주 접하는

작곡가 중 하나가 카발레프스키이다. 그러나 그의 작품 스타일이나 작곡

어법에 대한 심도 있고 구체적인 탐구는 아직 미흡하다고 여겨져 그에 관

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카발레프스키의 교육

용 피아노 작품집들 중에서도 30개의 곡들이 담긴 <어린이를 위한 30개

소품 Op.27>(Thirty Pieces for Children Op.27)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난이도 면에서 고른 분포를 보여주어 교수학적으로 흥미롭고 적지

않은 수량인 30개의 곡들을 통해 작곡가의 전형적인 음악어법을 충분히 고

찰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선택의 주된 이유이다.

선행연구 조사 결과 카발레프스키의 Op.27 수록 작품 전체를 연구한 논

문은 국내외를 통틀어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카발레프스키의 교육용 작

품들인 Op.89, Op.39, Op.27, Op.14, Op.3의 곡을 모두 함께 묶어서 연구한

해외 박사 논문2)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국내논문으로는 Op.27을 다룬 석

사 논문의 두 개를 찾을 수 있었지만 모든 곡을 연구하지 않고 몇 개의 작

품만 발췌해서 연구한 것이다. 30곡을 언급한 것으로 포레스트의 논문이

2) David Lawrence Forrest, “The Educational Theory of Dmitri Kabalevsky in

Relation to His Piano Music for Children.” D.Ph. diss., University of

Melbourn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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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구체적인 분석은 하지 않았고 본 논문은 카발레프스키의 Op.27작품

의 30곡 전곡을 대상으로 특징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분석을 가한 연구이

다.

30개의 수록곡들은 각곡의 특징에 따라 유형별로 노래(song), 춤(dance),

행진곡(march)과 토카타(toccata), 연습곡(etude) 의 혼합형 및 그 외 혼합

형의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난이도 분류는 3단계 에서 7단계의

초급 후반과 중급과정 전 과정에 분포되어있다.3) 본 논문은 카발레프스키

의 <어린이를 위한 30개 소품 Op.27>(Thirty Pieces for Children Op.27)

의 작곡어법 속에 반영된 20세기 전반부 음악경향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현

대 교육용 작품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

해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여러 특징을 20세기 음악 스타일의 토대위에서

분석하며 접근하고자 한다. 본 논문 작업의 결과 중급과정 학생들에게 하

나의 작품집에서 다양한 스타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Op.27의 곡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20세기 레퍼토리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 Jane Magrath, P 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 and Performance

Literature(Van Nuys: Alfred Publishing Co., Inc., 1995), 39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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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카발레프스키는 20세기 러시아 피아노 음악사에서 소련 공산당의 음악정

책에 대변인 역할을 했던 작곡가로서 그의 음악세계는 정치적, 사회적 상

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교육용 작품 즉 본 논문

에서 연구하는 카발레프스키Op.27은 소련 공산당 시대에 교육용 음악의 상

징적인 작품이었다. 카발레프스키 작곡가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작품 활동

을 했었기 때문에 소련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먼저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20세기 전반부에 나타나는 경향들을 살펴보고, 그 중 교수학적

으로 유용한 스타일들에 대해 논할 것이다. 본론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30

개의 소품 Op.27>(Thirty Pieces for Children Op.27)의 작품에 나타나는

스타일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한 후 교수학적 제언으로 이어갈 것이

다. 30개의 각 곡의 순서대로 형식과 구성을 비롯한 기법적, 음악적 측면을

간단히 분석하고 스타일의 특징을 논하려한다. 또한 연습방법과 교수학적

해석 및 제언을 서술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작품집에 나타나는 민족주의,

신고전주의, 원시주의, 복합형 등 스타일의 특징들을 정리해서 요약하는 작

업을 통해 30개의 곡들에 나타나는 음악적 스타일의 공통점을 취합 연구하

였다. 이 작품집의 영어제목은 <Thirty Pieces for Children Op.27>인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지원 출판사4)는 30곡 중 17곡만을 수

록하고 있다. 부지 앤드 호크스(Boosey & Hawkes) 출판사는 요크(John

York)의 편집으로 30곡이 수록되어 있다. 셔머(G. Schirmer)출판사는 편집

4) 고전 작곡가 소개 시리즈 Kabalevsky, (서울: 상지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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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다른 두 권의 판본으로서 편집자는 각각 프로스터코프(Joseph

Prostakoff)와 월터스(Richard Walters)이다.

셔머 출판사의 두 악보집은 모두 30곡을 수록하고 있지만 프로스터코프

편집의 책은 악보만 있고 부가적 해설은 없으며 그에 반해 월터스 편집의

책은 곡에 대한 난이도 분류나 유형 분류가 작품설명에 상세히 나와 있으

며 30곡 전곡을 녹음한 비겔(Jeffrey Biegel)5)의 연주 음반도 첨부되어 있

다. 위에 언급된 악보들은 편집자에 따라 손가락번호와 아티큘레이션, 페달

링 표시를 다르게 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근인

2012년 셔머(G. Schirmer)출판사에서 발간된 월터스(Richard Walters)편집

의 30곡이 수록된 악보를 선택하였다.

5) 제프리 비겔(1961〜)은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편곡자, 교육자 등의 다방면으

로 경력을 쌓은 현대의 가장 존경받는 예술가중의 한사람으로 현재 뉴욕의 시

립대학(CUNY)에서 피아노 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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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되는 Op.27작품의 창작 시기는 1937년에서 1938년

이기 때문에 이론적 배경이 되는 다양한 음악적 사조들도 20세기 전반부로

국한할 것이다. 많은 논문들이 이론적 분석 부분을 항목을 나누어 자세히

다루는 경향이 있지만 Op.27의 각 곡의 길이는 비교적 짧고 구조는 명료함

으로 각 곡의 특징적인 부분들에 집중하여 분석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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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드미트리 카발레프스키

(Dmitri Kabalevsky, 1904-1987)

1. 20세기 전반 러시아의 정치적 상황

1917년 10월 혁명은 공산주의혁명으로 러시아의 왕정을 무너뜨리고 권

력을 장악하게 되며 1918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USSR)’이 성립되었다.

레닌의 혁명적인 정신이 소련의 정책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그의 공산당

정권의 목적은 다중의 교육이었으며 교육뿐만 아니라 예술영역과 모든 생

활영역을 통제하고 독재적인 권력 행사로 모든 레퍼토리는 검열 대상이 되

어 정부의 이데올로기를 지지 할 수 있고 강화할 수 있는 음악을 작곡하도

록 하였다.6)

1920년대 초가 되자 정부가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예술에 대한

관리가 다소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1924년 레닌의 사망 이후 그의

뒤를 이어 스탈린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정치적인 억압이 계속 되었으며

1930년대 스탈린은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을 선포했다. 낭만주의적 요소와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실험적인 기법들을 사용하지 못

하게 했으며 이해하기 쉽고 국가의 업적을 찬양하는 음악을 요구했다. 또

한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곡을 창작해야 하며 사회주의의 기반인 노동계

급의 현실을 그대로 모방해야 한다고 했다. 사용되는 재료들은 러시아의

6) 홍세원, 『서양음악사 <제2판> Ⅱ』, 672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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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것들을 활용하도록 하고 군사적인 측면들을 특히 강조했다. 1953

년 스탈린이 사망하자 금지되었던 것들이 풀리면서 음렬주의나 바르톡, 힌

데미트 작품과 같은 새로운 서구음악들이 소개되기 시작하였으며 소련정부

는 12음 기법이나 우연성음악같이 실험적인 음악들을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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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와 작품세계

20세기 러시아 피아노 음악사에서 어린이들을 향해 끊임없이 관심을 표

했던 드미트리 카발레프스키(Dmitri Kavalevsky, 1904-1987)는 소련의 공

산 체제를 존중하면서 작곡활동을 했던 인물 중 한사람으로 모스크바를 중

심으로 활동하면서 소련 공산당의 음악 정책에 대한 공식 대변인 역할을

하였던7) 작곡가이며 그가 어린이들을 위해 쓴 작품들은 소비에트 시대의

교육용 음악의 상징이 되었다. 카발레프스키의 생애와 활동을 년도 순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904년 12월 30일에 상트 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서 태어났으며,

1910년 6세가 되던 해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고, 1912년 8세가 되어

정식으로 음악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카발레프스키의 아버지는 수학학자

였고 아들이 본인과 같은 수학이나 경제학 공부를 하기 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예술 교육을 받게 함으로 시 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는 모든 예술과

생활을 통제했기에 카발레프스키 가족은 더 좋은 환경에서의 교육을 위해

1918년 모스크바로 이사를 하게 된다. 이때부터 카발레프스키는 이곳에서

평생 활동을 하게 되었다. 1918년인 14세에 일반교육을 받으면서 스크리아

빈 음악원(Scriabin Musical Institute)에 입학하여 셀라노프(V. Selyanov)

에게 피아노를 공부하였다.

7) 서혜영, 『20세기 피아노 음악-드뷔시에서 볼콤까지』, (서울: 지음, 2004),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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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에 엥겔 사회경제 과학원(Engels Social-Economic Science

Institute)에 입학시험을 쳤지만 그는 학생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아마도 피

아니스트로서의 경력을 쌓기로 결정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1922년으로부

터 1925년 동안 루빈스타인 음악원(Rubinstein Institute)과 스크리아빈 음

악원(Scriabin Musical Institute)에서 반주자로 일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무성영화를 위한 피아노를 연주하기도 하였다.8) 또한

그는 스크리아빈 음악원에서 어린 아이들을 위한 작품들을 작곡하기도 하

고,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

들의 음악성과 테크닉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재미있는 피아노

작품들이 필요함을 느끼면서 학생들을 위한 작곡을 시작하게 된다. 이때

작곡한 작품들로 모스크바 음악 교육가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스크리아

빈 음악원을 졸업 후 1925년에 모스크바 음악원(Moscow Conservatory)에

입학을 하고, 이때 골덴바이저(Alexander Goldenwiser, 1875-1961)에게 피

아노를 카토아르에게 작곡을 배우게 되는데, 1926년에 카토아르가 사망하

고 난후 그는 미야스코브스키(Nikolai Myaskovsky, 1881-1950)에게 작곡

공부를 계속 배우게 되었다.9)

이 시기에 어린이를 위한 작품인 첫 Opus 작품번호를 붙인 첫 번째 작

품은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전주곡>(Three Preludes for Piano Op.1,

1925)이며, 다음 작품은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어린이 작품집>(Two

Piece for Cello and Piano Op.2, 1927), <피아노를 위한 어린이 작품

8) David Lawrence Forrest, “The Educational Theory of Dmitri Kabalevsky in

Relation to His Piano Music for Children.” D.Ph. diss., University of

Melbourne, 1996, 7.

9) David Lawrence Forrest, Ibi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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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The Collection of Children’s P ieces Op.3, 1927), <목소리와 피아노

를 위한 세 편의 시>(Three Poems of A.Blok for Voice and Piano Op.4,

1927), <피아노 소나타 1번>(Piano Sonata No.1 Op.6, 1927), <현악 4중주

1번>(String Quartet No.1 Op.8, 1928)등을 작곡하였다. 1929년 미야스코브

스키 지도하에 작곡과 졸업을 하고 졸업을 위한 작품인 <피아노 협주곡 1

번>(Piano Concerto No.1 Op.9, 1929)으로 좋은 성적뿐만 아니라 이름을

알리게 된다.

1920년대 말에서부터 1930년대 초기인 이 시기에는 정반대의 성격을 갖

는 두 음악 단체 <현대 작곡가 협회(ACM)>10)와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음악인 협회(RAPM)>11)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그는 두 단체 사이에서 중

립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1930년 모스크바 음악원의 피아노과를 졸업과 동시에 1930년대는 자신

만의 스타일이 형성되는 작곡가로서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시기이기도 하

다. 이 시기에 발표된 관현악과 합창을 위해 쓰여진 <투쟁의 시>(Poem

of Struggle Op.12, 1930)와 피아노곡으로 작곡된 <피아노 소나티나 1번>

(Piano Sonatina Op.13 No.1, 1930)으로 인해 그는 작곡가로 이름을 높이

게 된다. 1931년에 피아노곡으로 작곡된 <삐오네르의 생활>(From the

10) ACM(Association for Contemporary Music): 1924년 모스크바에서 창립된 예

술가의 독립과 최신의 현대적 기법의 탐구를 추구한 현대 작곡가 협회. 이 단

체는 프롤레타리아 음악인 협회의 압박 속에서도 당시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작

곡가의 중요한 기반으로 존립했다.

11) RAPM(Russian Association of Proletarian Musicians): 1923년에 결성된 이

단체는 공산주의적 대중 사회의 건설에 강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중적

음악을 옹호하면서 노동자나 농민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모든 종류의 음악, 특

히 순수예술음악을 거부했다. 20세기 말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세력을 형

성하였으며 1932년에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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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of Pioneer Op.14, 1930)이 있으며, 1932년부터는 모스크바 음악원에

서 작곡 조교수로 임명되어 근무하게 되고 이 시기, 그는 음악 평론가로서

도 활동하게 되었다. 1932년부터 2년 동안 교향곡 작품이 완성 되었다. 첫

번째 작곡된 곡은 <교향곡 제1번>(Symphony No.1 Op.18, 1932)이고, 두

번째 작곡된 곡은 <교향곡 제2번>(Symphony No.2 Op.19, 1934)으로 러시

아 혁명의 15주년을 기념하는 목적으로 작곡되었다. 세 번째 곡인 <교향곡

제3번>(Symphony No.3 Op.22, 1933)은 레퀴엠(Requiem)이라는 표제가 붙

은 상태에서 초연되었다. 세 곡의 교향곡 중 두 번째 교향곡이 서정적이고

극적인 효과를 높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교향곡에 이어 카발레프

스키의 명작 중의 하나로 여겨지는 협주곡으로는 <피아노 협주곡 2

번>(Piano Concerto No.2 Op.23, 1935)이 있다. 또한 그가 처음으로 작곡

한 오페라 <콜라 브르뇽>(Colas Breugnon Op.24, 1936-1938)은 프랑스

작가인 로맹 롤랑(Romail Rolland, 1866-1944)의 소설 <클라멘시의 거

장>(The Master of Clamency)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쓰여 졌으며 소비에

트 오페라의 방향을 정확하게 표현해준 작품으로 높이 평가되었다.12) 이

작품은 1938년 2월 22일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큰

호응을 받은 작품으로 원작자인 로맹 롤랑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13)

1930년대 중엽은 그에게 있어서 어린이를 위한 음악에 점점 더 관심을 갖

게 되는 시기로 1930년 피아노 소나티나 1번에 이어 1933년에 <피아노 소

나티나 2번>(Piano Sonatina Op.13 No.2, 1933)과 <30개의 어린이를 위한

12) 박세원, 『음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2), 1414.

13) Dina Grigor’yevna Daragan, “Kabalevsky, Dmirty Borisovich”.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 13, edited by Stanley Sadie,

(London: Macmillan Publisher Limited, 2001),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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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품집>(Thirty Pieces for Children Op.27, 1937-1938)이 발표되었으며 이

작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작품이다. 그는 35세가 되던 1939년에 모스크

바 음악원의 교수로 임명된다.

카발레프스키는 1940년에서 1946년 기간 동안 ‘소비에트 음악

(Sovetskaya muzika)’과 ‘무치즈(Muzgiz)’ 음악잡지의 편집장으로, 1943년

에서 1945년 동안은 ‘라디오 연합(All-Union Radio)’에서 비평가로 활동하

였다.14) 2차 세계대전(1939-1945)동안 그는 칸타타 <위대한 조국>(Rodina

velikaya-The Great Homeland Op.35, 1942)과 오페라 <화염속으로>

(V ogne-In the Fire Op.37, 1943) 같이 전쟁과 관련된 작품을 연속적으로

썼지만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 미야스코브스키에게 헌정한 러시아 민요에

기반을 둔 <24개의 프렐류드> (Twenty-Four Preludes Op.38, 1943-1934)

작품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이 곡은 <피아노 소나타 2번>

(Piano Sonata No.2 Op.45, 1945), <피아노 소나타 3번>(Piano Sonata

No.3 Op.46, 1946)과 함께 당시 러시아 연주자들이 즐겨 연주하는 레퍼토

리였다.

어린 연주자들을 위해 작곡된 <24개의 작은 소품>(Twenty-Four Little

P ieces Op.39, 1943)과 <쉬운 변주곡>(Easy Variation Op.40, 1943)의 두

작품은 전쟁기간 동안 쓰여 졌던 중요한 작품에 속한다. 1952년 <피아노

콘체르토 3번>(Piano Concerto No.3 Op.50, 1952), <민속주제에 의한 5개

의 변주곡>(Fives sets of Variations on Folk Themes Op.51, 1952)의 피

아노 작품과 <교향곡 4번>(Symphony No.4, 1956)에 이어 1957년 칸타타

14) Dina Grigor’yevna Daragan, “Kabalevsky, Dmirty Borisovich”., Ibid., Vol.13,

299.



- 14 -

곡인 <아침, 봄 그리고 평화의 노래>(Song of Morning, Spring and

Peace Op.57, 1957)와 피아노 작품 <론도>(Rondo Op.59, 1958)와 <4개의

론도>(Four Rondos Op.60, 1959)가 있으며, 1959년 <어린이를 위한 합

창>(Children’s chorus Op.63, 1959)의 합창곡을 작곡하였다.

1961년 국제 음악교육협회(ISME)15)의 감독위원회 회원으로 선출 되고

1964년에 소련작곡가협회(Union of Soviet Comporsers)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16) 1962년에 작곡된 <레퀴엠>(Requiem Op.72, 1962)으로 글린카 상을

수상 받았으며, 1963년 소비에트의 예술가로 선정이 된다. 1965년 어린이를

위한 피아노 솔로 작품인 <봄놀이와 춤>(Spring Games and Dances

Op.81, 1965)이 있으며 칸타타 작품으로는 1965년 <조국에는>(Of the

Homeland Op.82, 1965)과 1967년 네 번째의 오페라 작품 <자매들>(The

Sisters Op.83, 1967)이 있다.

1971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USSR)의 교수법적인 과학 아카데미의 정

회원으로 임명되고17), 1970년대 말에는 교수를 사직하면서 끊임없이 음악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며 70세의 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에게 음

악수업을 하는 열정을 보였다. 이 시기인 1970년대에 어린이를 위한 중요

한 작품들을 썼으며 이 시기에 작곡된 작품으로는 <어린이를 위한 6개의

피아노 소품집>(Six Pieces for Piano Op.88. 1971), <서정적 선율>(Lyric

Tunes Op.91, 1971), 1973년 피아노곡으로 가장 마지막 작품인 <35개의 쉬운

소품집>(35 Easy Pieces Op.89, 1973)이 있다. 오라토리오 작품은 <30세

기로 보내는 편지>(Letter to the 30th Century Op.89, 1972)이다. 1972년에는

15) ISME는 International Society for Music Education을 말한다.

16) David Lawrence Forrest, Ibid., 27.

17) David Lawrence Forrest, Ibid.,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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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상을 받고 1974년에는 사회주의 노동자상을 수여받게 된다. 이후 그는

소련을 위한 그의 음악 커리큘럼의 시행에 관련된 출판물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

1980년대에 그는 <음악교육잡지>를 창간 및 편집하면서 어린이 음악을

위한 중요한 서적을 써냈다. 평생 동안 어린이들을 향한 애정을 쏟으며

1987년 2월 14일에 모스크바에서 83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의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과 교육에 대한 열정적인 공헌이다. 일생을 통

해 카발레프스키의 작곡 스타일은 부정할 길 없이 보수적이었다. 그가 특

히 즐겨 쓴 기법은 장조와 단조가 한 곡 안에 뒤섞여 등장하는 것이었다.

이는 과격하지 않은 조성의 해체 느낌을 안겨주는 장치로 카발레프스키의

스타일을 규정짓는 특징이 된다. 또한 민속 음악적 요소에서 끌어온 선법

(modality)의 사용도 빈번하다. 그러나 카발레프스키가 사용한 민속적 어법

은 백퍼센트 예술적인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소련 사회주의 정권 이데올로기

의 실현을 위한 보조 도구로서의 용도로도 보아야 한다. 그는 러시아의 전

통적 음악재료들을 계발, 활용하는 일이 소련 인민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믿었다. 또 다른 각도에서는 소련 정권이 원하는 러시아적 전통

재료의 활용을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예술적 자유로 삼고 체제의 요구에

도 부응하고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도 동시에 충족시키는 이중의 목적을

가졌을 개연성이 크다.18)

18) 김순배, “이데올로기와 예술, 합일을 꿈꾸다,” 『피아노 음악』, 20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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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아노 작품

피아노 음악은 카발레프스키의 작품들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는

거의 일생에 걸쳐 피아노를 위한 음악을 만들었다. 그가 즐겨 만든 ‘어린이를

위한 소품’들이나 ‘프렐류드와 푸가’는 무엇보다도 교육적인 목적이 큰 작

품들이다. 카발레프스키는 이들을 러시아 전통 낭만성에 뿌리를 두고 만들

었다. 민속 노래 선율과 춤의 리듬을 대거 차용해서 쓴 것도 의도적이었다.

러시아의 어린이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불어 넣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피

아노 작품으로 그가 남긴 다수의 어린이를 위한 피스나 전주곡, 소나티네,

변주곡, 춤곡들은 오늘날에도 초급이나 중급 과정에서 유용한 20세기 레퍼

토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리듬이나 선율 재료를 민속적인 데

에서 많이 끌어온 덕분에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이고 조성이 분명한 듯 모호

하고 선법에 가까운 화성의 빛깔이 참신함을 더해준다. 결코 과격하지 않

으나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음악 스타일로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레퍼토리로 남아있는 것이다.19)

그의 피아노 레퍼토리는 어린이를 위한 작품이 대부분이고 교육용 교재

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고급레벨의 작품들로는 소나타 3곡과 협주곡 3곡

이 대표적이다. 교육용 작품 중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곡으로는 24

개의 프렐류드(Twenty-Four Preludes Op.38), 4개의 론도(Four Rondos

Op.60), 35개의 쉬운 소품집(35 Easy Pieces Op.89)과 본 논문의 주제인

30개의 어린이를 위한 소품집(Thirty Pieces for Children Op.27)등이다.

19) 김순배, “중급에서 해야 할 일 4,” 『피아노 음악』, 2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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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과정에 속하는 소나타나 협주곡들은 능숙한 기량과 해석 능력을 필요

로 하지만 교육용 작품들에 있어서는 리듬, 선율, 화성을 까다롭지 않으면

서 다채로운 방식으로 다루고 있어서 학생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다.

작품 속에서 음악성 개발을 위한 부분이나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체계적으

로 다루려는 의도가 뚜렷하지만 항상 무리 없는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한

다. 예컨대 스타카토 아티큘레이션을 다룰 때 오른손과 왼손을 따로따로

훈련을 한 후에 양손을 동시에 유니즌으로 하거나, 슬러를 소개할 때 짧은

두음 슬러를 먼저 경험하게 한 후에 슬러의 길이를 다르게 하여 훈련을 하

는 식이다. 또한 멜로디와 반주부분에서 한 곡 안에서 멜로디가 오른손에

서만 흐르는 것은 극히 드물고, 한번은 오른손에서 한번은 왼손에서 번갈

아 가며 양손에서 멜로디가 나오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 곡 안에서

장조와 단조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다음은 카발레프스키의 피아노 작품을 작곡년도 순으로 제시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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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카발레프스키의 피아노 작품

작곡년도 작품 작품번호

1925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전주곡 (3 Preludes) Op.1

1927 피아노를 위한 어린이 작품집 (Album of Children’s Pieces) Op.3

1927-1928 4개의 프렐류드 (4 Preludes) Op.5

1927 피아노 소나타 1번 (Piano Sonata No.1) Op.6

1929 피아노 협주곡 1번 (Piano Concerto No.1) Op.9

1930 2개의 소나티나 (2 Sonatinas) Op.13

1931 4개의 작은 소품 (4 Little Pieces) Op.14

1935 피아노 협주곡 2번 (Piano Concerto No.2) Op.23

1937-1938 30개의 어린이를 위한 소품(30 Children’s Pieces) Op.27

1939 3개의 소품 (3 Pieces) Op.30

1943-1944 24개의 프렐류드 (24 Preludes) Op.38

1943 24개의 작은 소품 (24 Little Pieces) Op.39

1944 2개의 변주곡 (2 Variations) Op.40

1945 피아노 소나타 2번 (Piano Sonata No.2) Op.45

1946 피아노 소나타 3번 (Piano Sonata No.3) Op.46

1952 피아노 협주곡 3번 (Piano Concerto No.3) Op.50

1952
민속주제에 의한 5개의 변주곡

(5 sets of Variations on Folk Themes)
Op.51

1958 론도 (Rondo) Op.59

1959 4개의 론도 (4 Rondos) Op.60

1958-1959 6개의 프렐류드와 푸가 (6 Preludes and Fugues) Op.61

1965 봄놀이와 춤 (Spring Games and Dances) Op.81

1966 미국 민요 변주곡 (Variations on an American Folksong) Op.87

1968 프랑스 민요 변주곡 (Variations on a French Folksong) Op.87

1969 일본 민요 변주곡 (Variations on a Japanese Folksong) Op.87

1971 6개의 피아노를 위한소품 (6 Pieces for piano) Op.88

1971 서정적 선율 (Lyric Tunes) Op.91

1973 35개의 쉬운 소품 (35 Easy Pieces) O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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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철학

러시아의 음악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카발레프스키는 음악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그에 맞는 커리큘럼을 실험하고 실천하는데

모든 열정을 바친 뼈 속 깊이 교육자라고 할 수 있다. 카발레프스키는 아

이들의 창의력이나 상상력, 호기심을 자극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

각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그는

철저히 아이들의 시각에 맞춰 창작 작업을 하는 가운데 테크닉적인 문제점

들, 표현력 그리고 음악성이 발전될 수 있도록 기초부터 탄탄하게 만들어

주려 노력했다. 카발레프스키의 아이들을 향한 모든 배려들은 그의 작품에

충실히 반영되어있다.

카발레프스키는 1970년에 발간된 그의 저서 『세 마리 고래 이야기(A

Story of Three Whales)』에서 그의 음악과 교육에 대한 철학을 세 마리

의 고래를 음악에 적용하며 노래, 춤, 행진곡으로 비유하고 있다.20) 음악의

가장 원형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 노래와 춤과 행진이며 이 세 유형은 아이

들이 접근하기 가장 쉬운 형태라고 말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노래, 춤, 행

진곡은 교육철학적 기초가 되며 어린이들이 손쉬운 음악적 경험을 거쳐 더

크고 복잡한 음악 세계로 들어 갈 수 있는 가교라고 생각했다. 그는 음악

과 다른 예술과의 연결고리 뿐 아니라 ‘음악과 삶’의 연결고리를 확립하는

데 관심을 가졌으며 이러한 철학은 그가 어린이를 위해 작업한 수많은 작

품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었다. 그의 가장 가치 있는 작품들은 어린이나 젊

20) David Lawrence Forrest, Ibid.,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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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이들을 위한 교육 목적으로 쓰인 작품이지만 당시 소련의 작곡가들은 공

산주의 사회의 도덕과 철학을 곡에 반영해야 했다. 카발레프스키는 이러한

공산주의 원칙에 헌신하여 전통을 지키며 실험적이지 않고 보수적인 작곡

가로 그의 곡에 정치적 영향력을 그대로 행사했다. 그는 “음악교사들은 살

아있는 음악에서 학생들을 떼어 놓으려는 어떤 학습도 강요해서는 안 된

다. 교사는 먼저 어린이들에게 접근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음악이 즐거워

지도록 흥미롭게 접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21)라며 그의 교육관을 강조하

고 있다.

21) 피아노 음악편집, “Dmitry Kabalevsky-어린이를 사랑하는 음악교육의 위대한

제창자,” 『피아노음악』, 19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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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어린이를 위한 30개 소품 Op.27 >

1. 작곡배경

<어린이를 위한 30개 소품 Op.27 >은 1937-1938년도에 작곡된 중급과

정을 위한 작품으로 30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의 작곡어법이 서서히 성

숙해 갈 무렵의 작품이다. 1930년대는 러시아 역사적으로 볼 때 스탈린이

통치하던 스탈린시대로 예술은 사회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확고22)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러시아 음악들은 서유럽의 음

악들과 구별되는 민중들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민중들이 쉽게 이해

하고 즐길 수 있는 곡이어야 하고,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낭만적인 곡은

쓸 수 없었다. 반면 칸타타나 리트, 행진곡이나 표제교향곡과 같은 장르를

선호하였으며 이로 인해 순수한 예술적 동기에 의해 창조된 음악에 대하여

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실시되었던 시기이다. 러시아의 전통적인 재료들을

활용하거나 군사적인 측면들을 강조하는 것은 정권이 크게 장려하는 부분

이었다.

카발레프스키는 Op.27작품에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각 곡의 제목은 내용에 맞게 적절하고 창의적으로 붙여졌다.

뛰어난 리듬감과 흥미로운 멜로디로 이루어진 30개의 곡은 이후 20세기 교

육 교재의 표준이 될 만큼 큰 호응을 얻게 된다.

22) 오희숙, 『20세기 음악 1: 역사·미학』, (서울: 심설당, 2004),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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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이도 분류

본 논문의 난이도 설정은 머그라(Jane Magrath)23)의 방식24)을 참고하였

다. 머그라의 난이도 분류는 초급부터 고급초반까지 통틀어 10단계로 이루

어지는데 Op.27의 곡들은 난이도 3에서 7단계까지로 초급 후반에서 중급

후반까지의 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번호들이 6단계와 7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본 논문의 사용 자료가 되는 셔머 출판사 악보집에서는 머

그라 와는 달리 난이도를 네 단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해 놓았다. 쉬움

23) Jane Magrath, The P 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 Literature.

(Alfred, 1995), 397-400.

24) 난이도별 문헌(Leveling of Literature)

Levels 1-10, 초급에서 고급초반까지(Beginning to Early-Advance Level)

Level 1 Bartók Mikrokosmos, Vol.1

Level 2 Türk P ieces for Beginners

Level 3
Latour Sonatinas; Kabalevsky Pieces for Young People,
Op.39

Level 4 Anna Magdalena Bach Notebook; Gurlitt Album for the
Young, Op.140; Tchaikovsky Album for the Young, Op.39

Level 5 Anna Magdalena Bach Notebook; Sonatinas by Attwood,
Lynes; Menotti Poemetti

Level 6
Clementi Sonatinas, Op.36; Burgmüller 24 Progressive
P ieces, Op.100

Level 7
Kuhlau and Diabelli Sonatinas; Bach easier Two-Part
Inventions; Bach Little Prelude; Dello Joio Lyric P ieces for
the Young

Level 8
Moderately difficult Bach Two-Part Inventions; Beethoven
easier variations sets; Field Nocturnes; Schumann Album
Leaves, Op.124; Schubert Waltzes; Turina Miniatures

Level 9
Easier Bach Three-Part Inventions; easiest Haydn Sonata
move-ments

Level 10
Bach Three-Parts Inventions; easiest Chopin Nocturnes;
Beethoven Sonatas, Op.49, 79; Mozart Sonata, K.283;
Muczynski Pre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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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iest) – 조금 어려움(Lower Intermediate) – 많이 어려움(Upper

Intermediate) - 가장 어려움(Most Difficult)의 분류로 되어있다. 셔머 출

판사 악보집과의 차이점은 머그라의 3단계는 쉬움(Easiest)으로 4단계는

조금 어려움(Lower Intermediate), 5단계와 6단계를 합쳐서 많이 어려움

(Upper Intermediate)으로 마지막 7단계는 가장 어려움(Most Difficult)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2>는 머그라의 난이도 분류표와 셔머 출판사 악보집의 난이도 분

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표로 만들어서 제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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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머그라(J. Magrath)와 셔머(G. Schirmer)출판사 악보집 – 어린이

를 위한 30개 번호 난이도별 분류

난이도

(J. Magrath)
곡제목

난이도

(G. Schirmer)

Level 3

No.1 왈츠(Waltz)

Easiest

(쉬움)

No.2 작은 노래(A Little Song)

No.4 강 위의 밤(At Night on the River)

No.12 작은 토카타(Toccatina)

Level 4

No.5 공놀이(Playing Ball)

Lower

Intermediate

(조금 어려움)

No.6 슬픈 이야기(A Sad Story)

No.7 옛 춤곡(An Old Dance)

No.9 작은 우화(A Little Fable)

No.25 작은이야기(Novelette)

Level 5

No.10 어릿광대(Clowning)

Upper

Intermediate

(많이 어려움)

No.13 귀여운 장난(A Little Prank)

No.18 소나티나(Sonatina

Level 6

No.3 A단조 연습곡(Etude in A minor)

No.8 자장가(Lullaby)

No.14 스케르초(Scherzo)

No.15 행진곡(March)

No.16 서정적인 작품(Lyric Piece)

No.17 초원의 춤(Meadow Dance)

No.21 추격(The Chase)

No.26 A장조 연습곡(Etude in A Major)

Level 7

No.11 론도(Rondo)

Most Difficult

(가장 어려움)

No.19 전쟁 춤(War Dance)

No.20 동화(Fairy Tale)

No.22 어떤 이야기(A Tale)

No.23 눈보라(Snow Storm)

No.24 F장조 연습곡(Etude in the F Major)

No.27 춤곡(Dance)

No.28 기상곡(Caprice)

No.29 기병대의 노래(Song on the Cavalry)

No.30 극적인 순간(A Dramatic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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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분류

카발레프스키는 그의 책『세 마리의 고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음악이

원초적으로 노래, 춤, 행진곡 유형에 속한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이 분류

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어찌 보면 애매한 구분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음악의

세계에 구체적으로 입문하기 이전 상태에서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을 인식

하는 단계의 원형(archetype)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그는 어린이들이 아직

음악교육을 받기 이전 모든 음악을 이 세 가지 부류로 인지한다고 보았다.

이후 구체적인 음악 교육에 접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유형으로부터 갈라져

나오는 다양한 많은 장르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

가지 유형은 카발레프스키의 교육용 피아노 작품들을 넓게 분류할 때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특정 의도에 따라 그것들은 더 세분화된 모습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셔머 출판사 악보집25)과 멜버른대학(University of Melbourne)의 포레스

트(David Lawrence Forrest) 박사논문26) 에서의 분류는 노래(song), 춤

(dance), 행진(march)의 세 가지 종류와 한 가지 이상의 요소가 섞여있는

혼합형으로 되어있다. 포레스트는 카발레프스키의 세 가지 기본 분류 이외

에 토카타(toccata)의 카테고리를 첨가하여 논문상의 곡 분류에 적용하고

있다. 년도 상으로 봤을 때 셔머(G. Schirmer) 출판사 악보집이 포레스트

25) Dmitri Kabalevsky, Thirty Pieces for Children Op.27, (New Work: G.

Schirmer, Inc. 2012).

26) David Lawrence Forrest, “The Educational Theory of Dmitri Kabalevsky in

Relation to His Piano Music for Children,” D.Ph, diss., University of

Melbourn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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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문에 근거를 두고 참고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27) 그들의 유형분류

는 아래의 표로 제시하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교수학적인 시각과 목적

을 가지고 포레스트가 첨가한 토카타 유형이외에 좀 더 세분화된 분류를

위하여 토카타(toccata)와 연습곡(etude)이 합쳐진 하나의 유형과 그 외의

혼합형 분류까지 총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때

이 같은 다섯 유형으로의 세분화는 30개의 곡에 더욱 쉽게 접근하도록 해

준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유형분류는 노래(song), 춤(dance), 행진(march),

토카타(toccata)와 연습곡(etude)혼합, 그 외 혼합형의 다섯 가지로 설정을

하고 풀어 나가려고 한다. 아래의 <표 3>은 셔머 출판사 악보집을 참조하

는 의도로 제시하였다.

27) 포레스트 논문은 1996년, 셔머 출판사 악보집은 2012년에 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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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셔머(G. Schirmer) 출판사 악보집의 유형분류

유형 곡제목

Song

No.2 작은 노래(A Little Song)

No.4 강 위의 밤(At Night on the River)

No.6 슬픈 이야기(A Sad Story)

No.8 자장가(Lullaby)

No.9 작은 우화(A Little Fable)

No.16 서정적인 작품(Lyric Piece)

No.20 동화(Fairy Tale)

No.22 어떤 이야기(A Tale)

No.28 기상곡(Caprice)

Dance

No.1 왈츠(Waltz)

No.5 공놀이(Playing Ball)

No.7 옛 춤곡(An Old Dance)

No.14 스케르초(Scherzo)

No.17 초원의 춤(Meadow Dance)

No.19 전쟁 춤(War Dance)

No.24 F장조 연습곡(Etude in the F Major)

No.25 작은이야기(Novelette)

No.27 춤곡(Dance)

No.29 기병대의 노래(Song on the Cavalry)

March

No.3 A단조 연습곡(Etude in A minor)

No.11 론도(Rondo)

No.13 귀여운 장난(A Little Prank)

No.15 행진곡(March)

No.21 추격(The Chase)

No.30 극적인 순간(A Dramatic Event)

혼합형

(Toccata)

No.10 어릿광대(Clowning) - Dance/Toccata

No.12 작은 토카타(Toccatina) - Song/Toccata

No.18 소나티나(Sonatina) - March/Song

No.23 눈보라(Snow Storm) - Dance/March

No.26 A장조 연습곡(Etude in A Major) - Dance/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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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분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노래(Song)

카발레프스키의 노래는 거의 모두 민요와 연관되어 있다. 그는 민요에

뿌리를 둔 노래를 솔로 작품만이 아니라 칸타타나 오라토리오 같은 대규모

의 합창작품으로 발전시키기도 했다. 그러므로 민요는 모든 노래 장르의

원재료와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 Op.27 작품집에서는 곡 제목에 ‘노래

(song)'라 명시되어 있는 것들과 선율이 명백하게 노래 선율이고 반주 부

분이 있으며, 서정적(lyrical)의 지시어가 있는 곡을 노래 카테고리로 분류

했다. 노래의 분류는 셔머 악보집의 분류와 동일하다.

① No.2 작은 노래(A Little Song)

② No.4 강 위의 밤(At Night on the River)

③ No.6 슬픈 이야기(A Sad Story)

④ No.8 자장가(Lullaby)

⑤ No.9 작은 우화(A Little Fable)

⑥ No.16 서정적인 작품(Lyric Piece)

⑦ No.20 동화(Fairy Tale)

⑧ No.22 어떤 이야기(A Tale)

⑨ No.28 기상곡(Ca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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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춤(Dance)

카발레프스키가 춤의 원형이라고 간주한 것 역시 민속춤이다. 러시아의

민속 춤곡은 노래와 반주와 시적인 가사가 결합되어 토속적인 요소들을 포

함한 사람들의 삶의 모든 면을 반영한다. 이 춤은 때때로 종교의식을 수반

하기도 한다. 춤을 추기 위해 만든 춤곡과 듣기 위해 만든 춤곡이 구분되

기도 하지만 음악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그것들을 모두 춤곡으로 본다.28)

Op.27 작품집에서는 곡 제목에 ‘춤(dance)’이 들어간 곡과 2박자나 3박자,

4박자의 춤 리듬으로 되어있는 곡들을 춤곡 카테고리에 넣었다. 또한 춤은

항상 악기가 반주를 하게 되므로 반주부분에서 민속악기가 연주하는 느낌

의 곡도 춤곡으로 분류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춤곡유형 분류에서는

셔머 악보집의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두 곡이 있는데, 먼저 셔머 악보집의

분류에서 춤곡으로 넣은 24번 ‘F장조 연습곡’과 29번 ‘기병대의 노래’이다.

본 논문에서는 24번 F장조 연습곡을 교수학적 관점에서 토카타와 연습곡

을 합쳐서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에 포함시키고,

29번 기병대의 노래는 행진곡과 토카타의 혼합형으로 분류를 했다.

① No.1 왈츠(Waltz)

② No.7 옛 춤곡(An Old Dance)

③ No.14 스케르초(Scherzo)

④ No.17 초원의 춤(Meadow Dance)

28) Dmitry Kabalevsky , About the Three Whales and Many Other Things: A

Book about Music. Australian Scholarly Publishing Pty Ltd, 197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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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No.19 전쟁 춤(War Dance)

⑥ No.27 춤곡(Dance)

(3) 행진곡(March)

행진곡은 행사나 행렬을 할 때 사용되는 느낌으로 군사적인 의식을 연

상케 하는 곡들이 많다. 행진곡은 2박자이거나 4박자로 쓰여 그에 맞춰 행

진하기 쉽고, 정확한 리듬으로 멜로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기도 하다. 행진

의 종류는 사람의 보폭에 맞게 정확히 계산된 훈련타입(drill-type)행진곡

과 행진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병대의 구보에 맞춰 계산된 기병대 행진곡

(cavalry march), 의식을 위한 행진곡 등이 있다.

셔머 악보집에서는 3번 ‘A단조 연습곡’을 행진곡으로 18번 ‘소나티나’를

노래와 행진곡의 혼합형으로 분류해 놓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3번은

토카타와 연습곡의 혼합형으로 분류하고 18번 소나티나를 셔머 악보집과는

다르게 행진곡만으로 분류했다. 해당 소나티나를 노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① No.11 론도(Rondo)

② No.15 행진곡(March)

③ No.18 소나티나(Sonatina)

④ No.21 추격(The Chase)

⑤ No.30 극적인 순간(A Dramatic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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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카타(Toccata)와 연습곡(Etude)의 혼합형

노래, 춤, 행진은 매우 포괄적인 분류이며 교수학적 시각으로 보려고 할

때 좀 더 세분화된 구분이 필요하다. Op.27의 몇 개 번호들은 노래와 춤,

행진곡과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토카타와 연

습곡의 혼합형을 새로 만들어 분류하였다. 포레스트는 그의 논문에서 토카

타라는 개념을 10번 ‘어릿광대’와 12번 ‘작은 토카타’에만 제시를 했으며 셔

머 악보집에서는 포레스트의 분류를 그대로 적용했다.

토카타는 바로크 시대에 크게 성행했던 건반악기 장르이지만 20세기 들

어와서 다시 부활한 장르이기도 하다. 단 20세기에서 토카타의 개념은 타

악기적인 원시주의에 그 맥을 대고 있다. 20세기 전반 주요 경향 중 원시

주의가 있고 피아노 작품에 이를 적용할 때에는 타악기적인 주법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리하여 토카타는 춤이나 노래 유형에 비해 리듬이 두드러

지게 강조되는 특징을 가진다. 아티큘레이션은 자연히 스타카토가 주를 이

룬다. 이 작품집에는 곡 전체가 스타카토로 되어있는 곡도 여러 개 있지만

음들을 스타카토로 처리한 곡들을 모두 토카타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짧은

단위의 슬러를 사용하거나 똑같은 리듬형으로 반복적으로 건반 위를 탐험

하는 듯이 오가는 곡들도 토카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습곡은 제목에 ‘연습곡’이라고 명백하게 붙여져 있는 곡들로 30곡 중

세 곡이 있다. 이 작품집 속에서 세 개의 에튀드는 난이도 6에서 7단계의

대체로 높은 단계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조금 더 강도 높은 건반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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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요구하고 있다.

토카타와 연습곡을 합쳐서 혼합형으로 본 이유는 토카타적인 곡에는 모

두 연습곡적인 속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반복되는 리듬형이 전

곡을 통해 최소한의 변화만으로 전개되는 점이 일정한 기법이나 음형을 훈

련하는 목적을 가진 연습곡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① No.3 A단조 연습곡(Etude in A minor)

② No.5 공놀이(Playing Ball)

③ No.10 어릿광대(Clowning)

④ No.13 귀여운 장난(A Little Prank)

⑤ No.23 눈보라(Snow Storm)

⑥ No.24 F장조 연습곡(Etude in the F Major)

⑦ No.26 A장조 연습곡(Etude in A Major)

(6) 그 외 혼합형

그 밖의 혼합형으로는 12번 ‘작은 토카타’, 25번 ‘소설’과 29번 ‘기병대의

노래’이다. 12번은 왼손의 노래 선율이 계속해서 흐르고 오른손은 토카타적

인 주법의 반주패턴이 반복적으로 나오므로 노래와 토카타의 혼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25번은 규칙적인 리듬패턴을 갖고 왼손이 반주로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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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선율진행이 뚜렷한 노래이므로 노래와 춤의 혼합형 곡이다.

29번은 노래와 토카타적인 부분과 행진곡 느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곡

의 혼합형으로 분류한다.

① No.12 작은 토카타(Toccatina)

② No.25 작은이야기(Novelette)

③ No.29 기병대의 노래(Song on the Caval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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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세기 전반부 피아노 음악의 주요경향

카발레프스키 Op.27은 1930년대 말 작곡되었다. 이 시기는 20세기의 새

로운 음악 조류들이 연달아 등장하여 음악어법이 획기적으로 다양해진 때

이다. 비록 스탈린 공산체재 아래 엄격한 통제와 감시 분위기 속에 만들어

졌다고 해도 Op.27 작품집이 새로운 스타일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보다 원활한 작품 탐구를 위한 사고의 배경으로 삼기 위해 드뷔시

의 인상주의 이후 나타났던 20세기 초반부 피아노 음악의 주요 경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인상주의

인상주의는 19세기 말인 1890년대에 이미 등장하지만 20세기음악의 시

작을 인상주의로 설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특히 피아노 문헌에서는 기존

의 음악어법과 전환적으로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 인상주의 음악은 새로운

스타일의 시작이 분명하다. 인상주의 음악은 프랑스의 인상주의 회화에서

영향을 받게 되어 선명한 윤곽과 정확한 형태보다는 빛과 색채적인 효과의

혼합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29) 인상주의의 출발은 후기 낭만주의이지

만 사용하는 재료는 음계는 장 단조 보다는 선법을 사용하고, 온음음계, 펜

29) 홍세원, 『서양음악사<제2판> Ⅱ』,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01),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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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토닉(pentatonic)30)을 사용했으며 작곡기법으로는 1도, 4도, 5도진행의 병

진행등을 사용하여 낭만주의와는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 중의

하나이다. 예컨대 병진행에서 나타나는 병행5도의 사용과 같은 경우를 보

면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와는 전혀 다른 음향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성이 애매해지고 페달사용이 만들어내는 음색과 음향의 다채로움이 중요

시된다. 선율은 긴 프레이즈가 아닌 비교적 짧은 선율이 반복되는 부분이

많으며, 형태 또한 애매모호하게 끊이지 않고 흘러가는 느낌이다. 결론적으

로 인상주의 작곡가들은 선율이나 화성, 리듬, 음색 등 낭만주의 음악이 구

축해 놓았던 전통과는 다른 음악언어를 형성하였던 것이다.31)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드뷔시(C. Debussy, 1862-1918), 라벨(M. Ravel,

1875-1937) 등이다. 그러나 20세기의 많은 작곡가들이 인상주의의 어법에

영향을 받거나 관심을 가지고 작품에 원용하는 현상이 보편적이다.

2. 12음 기법

12음 기법 또는 12음 음악은 1916년에서 1923년에 쇤베르크(A.

Schonberg, 1874-1951)가 창안해 낸 기법으로 12개의 음을 이용하여 작곡

하는 방법이다.32) 음렬(series)33)이 기초가 되어 12개의 모든 음이 반복되

거나 강조되는 음 없이 평등하게 배열되는 것을 말한다. 12음기법의 원리

30) 펜타토닉은 5음음계를 말하는데 각국의 민요에도 이 음계를 사용한 것이 많은

데 음의 배열은 일정하지 않다.

31) 홍세원, 『서양음악사<제2판>Ⅱ』, 647에서 재인용.

32) 민은기외, 『서양 음악사 2』, (경기: 음악세계, 2014), 391.

33) 음렬은 작곡자가 반음계의 12음을 임의대로 음의 순서를 정해 만든 일종의 음

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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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함은 옥타브로 구성된 12개의 음이 한 번씩 사용되어진 기본 음렬과 기

본 음렬에서 전위, 역행, 역행전위 음렬로 파생된 음렬을 가지고 체계화 시

키는 작곡기법인 것이다.34) 이로써 12개의 동등한 음들로 인해 조성은 해

체되고 새로운 규칙이나 질서를 찾게 된다. 처음에는 무조 음악으로 출발

해 서서히 조성의 해체를 가져오다가 궁극적으로는 12개음들을 전방위적으

로 사용하는 기법으로 확대된다.

대표적인 작곡가로 쇤베르크와 그의 제자들인 베베른(A. Webern,

1883-1945)과 베르크(A. Berg, 1885-1935)라고 할 수 있지만 음렬주의는

인상주의와 비슷한 맥락 혹은 그 이상으로 20세기의 대다수 작곡가들에게

깊고 넓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민족주의

19세기 민족주의는 서유럽(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심의 음악이 오랫

동안 지배를 해오던 상황에서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기

나라만의 빛깔을 찾으려는 것이 강했다. 이런 부분들이 자기 나라에 대한

강한 민족적인 특성들을 반영한 음악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19세기 민족

주의 음악이라 할 수 있다.35) 이러한 운동은 체코나 노르웨이, 러시아가 중

심이 되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자기 나라의 역사와 전통양식에서

나타나는 민속적인 선율이나 춤의 리듬을 강하게 부각하기도 했다.

34) 홍정수외, 『두길 서양음악사 2 – 고전에서 20세기까지』, (경기: 나남출판사,

1997), 412.

35) 홍세원, 『서양음악사<제2판>Ⅱ』, 615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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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민족주의는 자기 나라들의 정체성을 찾기 보다는 19세기 전통적

음악어법에서 벗어나 자국 고유의 민속재료인 춤이나 노래 그리고 민담이

나 전설 등의 음악재료를 찾아 새로운 음악어법을 만들어 내려고 했던 현

상을 지칭한다. 20세기 민족주의는 민요에 나타나는 선법이나, 5음음계 그

리고 색다른 음계를 이용하여 조성을 확대시키는 등 새로운 창작기법으로

사용되기도 했다.36) 또한 단순히 민속적 선율이나 리듬을 작품에 그대로

인용하거나 삽입하는 대신 자료들을 취합 분석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인 채

집방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로 만들어 일련의 음악어법들을 만들어 작품에

사용했다. 예컨대 20세기 민족주의의 대표 작곡가인 헝가리의 바르톡이 지

은 피아노 소나타에 나타나는 민속적 리듬 패턴은 자료들을 분석하여 그가

새롭게 만들어 낸 창작리듬 패턴인식이다.

19세기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는 러시아의 글린카(M. Glinka,

1804-1857)와 러시아 5인조인 보로딘(A. Borodin, 1833-1887), 큐이(C .Cui,

1835-1918), 발라키레프(M. Balakirev, 1837-1910), 무소르그스키(M.

Musorgsky, 1839-1881), 림스키-코르사코프(N. Rimsky-Korsakov,

1844-1908)가 있으며 체코는 스메타나(B. Smetana, 1824-1884), 드보르자크

(A .Dvorak, 1841-1904)와 노르웨이의 그리그(E. Grieg, 1843-1907)이다.

20세기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는 바르톡(B. Bartok, 1881-1945), 코다

이(Z. Kodaly, 1882-1967), 야냐첵(L. Janacek, 1854-1928), 윌리엄스(R.

Williams, 1872-1958), 빌라 로보스(H. Villa-Lobos, 1887-1959), 알베니즈

(I. Albeniz, 1860-1909)등이 있다.

36) 홍세원,『서양음악사<제2판>Ⅱ』, 66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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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전주의

1920년대에서 1950년대의 러시아, 독일, 프랑스 중심의 유럽에서 나타난

경향인 신고전주의(Neo-Classicisme)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어 새로운 고

전을 뜻하지만 고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가지로 정

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37) 그러므로 네오 바로크나 때로는 후기 낭

만의 지나친 장황함을 배제한 담백한 낭만 스타일까지도 포괄 할 수 있을

만큼 열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20세기 음악에

서 많이 나타나는 신고전주의는 바로크시대나 고전시대의 조성이나 대위법

은 물론 고전양식인 소나타, 교향곡, 협주곡, 론도, 토카타, 푸가, 변주곡,

콘체르토, 모음곡, 신포니아 등 다양한 방법의 옛 양식을 그대로 쓰고 있

다.38) 신고전주의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첫째, 17-18세기 음악인 낭만

이전의 음악들을 새롭게 접목한 것으로 조성과 대위법, 푸가형식을 음악에

수용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모음곡이나 콘체르토, 소나타와 같은 장르와 연

주방식이나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현대식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했

다.39) 둘째, 단순한 선율이 중심이 되는 짧은 모티브를 선호하고 대규모의

악기들의 편성으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 보다는 소규모의 새로운 악기편성

으로 구성된 실내음악을 선호한 특징들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반음계주

의 음악에 대항하기 위해 나타난 선율과 화성을 무시하고 온음계에 근거하

여 화성이 기본이 되어 자유롭게 사용한 전음계주의(Pandiatonicism)의 사

37) 오희숙, 『20세기 음악 1 역사 미학』, (서울: 심설당, 2004), 433.

38) 민은기외, 『서양 음악사 2』, 381에서 재인용.

39) 홍정수외, 『두길 서양음악사 2 – 고전에서 20세기까지』, 46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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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다.40)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스트라빈스키(I. Stravinsky, 1882-1971), 힌데미트

(P. Hindemiith, 1895-1963), 부조니(F. Bu-soni, 1866-1924), 프랑스 6인조

의 뒤레(L. Durey, 1888-1979), 타유페르(G. Tailleferre, 1892-1983), 오릭

(G. Auric, 1899-1983), 미요(D. Milhaud, 1892-1974), 오네게르(A.

Honegger, 1892-1955), 풀랑(F. Poulence, 1899-1963) 등이 있다.

5. 원시주의

원시주의는 1910년대 스트라빈스키의 파격적인 리듬으로부터 시작한다.

음악의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도 리듬이 전면에 부각되며 자주 불규칙적이

고 거친 형태를 갖는 특징이 있다. 피아노 음악에 있어서의 원시주의는 피

아노를 두드리는 주법으로 접근하는 타악기적 기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

티큘레이션의 측면에서는 짧고 순간적인 스타카토나 논레가토가 대종을 이

루게 된다. 20세기에 많이 등장하는 토카타(toccata)는 제목 자체는 네오

바로크적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피아노를 타악기적으로 두드리며 진행되는

어법을 담고 있다. 동시에 피아노의 음역을 넓게 사용하는 방식도 두드러

진다. 특징적인 것은 반복적인 리듬 즉 오스티나토 리듬과 반복에서의 불

규칙적인 액센트들과 타악기적인 음향이나 터치이다.41) 다른 경향들과 다

른 것은 선율보다는 리듬이 앞서므로 타악기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난다

40) 민은기외, 『서양 음악사 2』, 382에서 재인용.

41) 김미옥외, 『피아노 문헌 연구』, (서울: 심설당,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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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화성 또한 불협화음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작곡가

로는 스트라빈스키, 바르톡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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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수학적 활용성

20세기 피아노음악 문헌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주요 경향은 인상주의,

12음기법, 민족주의, 신고전주의, 원시주의 등이다. 교수학적 시각으로 볼

때 12음 기법은 새로운 기법이기는 하지만 초급이나 중급 학생들에게 20세

기를 소개하는 시점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널리

활용되기는 힘들다. 인상주의는 페달의 음향을 혼합하는 기능과 연관시켜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비교적 쉬운 스타일이다. 드뷔시의 소품들이나 그와

유사한 어법을 담은 교육용 작품들을 잘 편집된 중급 교재들 속에서 만날

수 있다. 민족주의 역시 러시아, 헝가리, 미국 등 나라마다 빛깔과 분위기

가 다른 작품들을 다수 접할 수 있다. 조금 쉬운 곡부터 복잡한 것 까지

난이도별로 선택하여 레슨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고전주의는 20세기

에 나온 많은 소나타를 비롯해 그보다 규모가 작고 내용적으로 가벼운 작

은 작품들이 많이 있다. 피아노를 타악기적으로 취급하는 원시주의 계열

작품들도 바르톡, 프로코피에프는 물론이고 교육용 작품으로도 많이 작곡

되어 있다. 이들 경향 중 본 논문의 Op.27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민족

주의, 신고전주의, 원시주의의 세 가지이며 이 스타일들이 어떻게 작품 속

에 반영이 되어있는지는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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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각 곡 스타일의 특징 및 교수학적 해석

30곡에 나타나는 곡의 특징들을 형식, 리듬, 선율, 화성, 짜임새, 아티큘

레이션, 프레이징, 다이내믹, 페달링의 측면에서 분석, 서술함으로써 각 곡

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30곡속에 나타난 스타일의 특

징과 각기 다른 경향들이 혼합된 양상을 서술한 후 필요한 교수학적 해석

과 제언을 첨가하고 연습방식에 대한 제안도 포함시켰다.

곡에 들어가기에 앞서 곡 전체 구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를

제시하려고 한다. 30곡의 조성은 장조는 9곡, 단조는 11곡, 선법은 10곡의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조에 비해 단조와 선법을 많

이 쓴 것은 카발레프스키의 러시아적 색채가 드러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본다. 사용된 조성을 보면 장조는 C, D, Eb, F, G, A, Bb장조가

사용되었고, 단조는 D, E, F, A, Bb단조가 나오고, 선법은 E믹소리디안, B

프리지안과 나머지는 모두 에올리안으로 C, C#, D, F#, G, A 에올리안을

사용하고 있다. 박자는 2박자계열은 15곡, 3박자계열은 5곡, 4박자계열은

10곡으로 대체로 2박자나 4박자계열을 많이 쓰고 있다. 빠르기는 Presto

– Vivace – Allegro – Andantino의 빠르기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다음은 전체의 구성을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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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어린이를 위한 30개 소품 Op.27 구성 표

곡제목 조성 박자 빠르기

No.1 왈츠(Waltz) G Major 3/8 Allegretto Cantabile

No.2 작은 노래(A Little Song) E minor 4/4 Andantino

No.3 A단조 연습곡(Etude in A minor) A minor 4/4 Allegro vivace

No.4 강 위의 밤(At Night on the River) B minor 3/4 Andantino

No.5 공놀이(Playing Ball) D Major 3/8 Vivace leggiero

No.6 슬픈 이야기(A Sad Story) D minor 2/4 Cantabile

No.7 옛 춤곡(An Old Dance) A minor 3/4 Tempo di Menuetto

No.8 자장가(Lullaby) B프리지안 2/4 Moderato Cantabile

No.9 작은 우화(A Little Fable) E minor 4/4 Allegro Moderato

No.10 어릿광대(Clowning) F Major 6/8 Vivace

No.11 론도(Rondo) C에올리안 4/4 Moderato

No.12 작은 토카타(Toccatina) A에올리안 2/4 Allegretto

No.13 귀여운 장난(A Little Prank) C Major 2/4 Vivace leggiero

No.14 스케르초(Scherzo) B minor 3/4 Allegro scherzando

No.15 행진곡(March) Bb minor 2/4 Allegro(Tempo di Marcia)

No.16 서정적인 작품(Lyric Piece) C#에올리안 4/4 Andantino con moto

No.17 초원의 춤(Meadow Dance) C Major 4/4 Andantino

No.18 소나티나(Sonatina) A에올리안 4/4 Allegretto

No.19 전쟁 춤(War Dance) F minor 4/4 Allegro energico

No.20 동화(Fairy Tale) Eb Major 4/4 Andantino cantabile

No.21 추격(The Chase) G에올리안 2/2 Allegro moderato

No.22 어떤 이야기(A Tale) F#에올리안 2/4 Andantino

No.23 눈보라(Snow Storm) G에올리안 2/4 Presto

No.24 F장조 연습곡(Etude in the F Major) F Major 4/4 Allegro marcato

No.25 작은이야기(Novelette) D에올리안 6/8 Molto sostenuto

No.26 A장조 연습곡(Etude in A Major) A Major 2/4 Allegro

No.27 춤곡(Dance) D minor 2/4 Moderato scherzando

No.28 기상곡(Caprice) E믹소리디안 2/4 Andantino

No.29 기병대의 노래(Song on the Cavalry) Bb minor 2/4 Allegro molto

No.30 극적인 순간(A Dramatic Event) F minor 2/4 G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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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왈츠 (Waltz)

1) 곡의 특징

<표 5> ‘왈츠’의 구성

형식 A(1-15) B(16-24) A′(25-32) Coda(33-36)

조성 G Major

박자 3/8

빠르기 Allegretto Cantabile

8분의 3박자의 춤곡이지만 기존의 낭만시대 왈츠 패턴과는 다른 리듬의

반주패턴을 사용하고 있다. 리듬패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해서 크게 복

잡한 요소는 없다.

<악보1>의 예시곡은 왈츠의 전형적인 반주 패턴이고 <악보2>는 카발

레프스키가 사용한 변형된 반주패턴이다.

<악보 1> Chopin Waltz A minor Op.2 No.11, 전형적인 반주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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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왈츠’ 마디 1-6, 변형된 반주 패턴

선율은 화성으로부터 도출되는데, 오른손이 선율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곡에 지시되어 있는 노래하듯이(cantabile)를 적용하기에는 짧은 모

티브들의 연속이 노래에 적합하지 않게 보일 수 있다. 여기에서 이 지시어

는 짧은 리듬 모티브로만 오른손 진행을 인식하지 말고 프레이징을 8마디

정도로 길게 설정하고 부드럽고 유연한 분위기로 곡을 이끌고 가라는 뜻으

로 해석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 작품집의 대다수 곡들이 그러하듯 A부

분에서는 뚜렷한 조성에 바탕을 둔 화성진행이 이루어지다가 중간 B부분

에서 자유로운 화성들이 사용된다. <악보3>에서와 같이 B부분이 시작되는

16마디부터는 4마디 단위로 3도 아래의 조로 이동하여 같은 멜로디 패턴

안에서 다른 화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왼손에서는 반음계진행이 나타나고

있다.



- 46 -

<악보 3> ‘왈츠’ 마디 15-21, 화성변화가 많은 B부분

양손이 각각 단선율의 동일한 리듬패턴으로 진행하는 2성부의 짜임새를

가지고 있으며, 음역 설정에서 곡 전체가 높은음자리표로 되어있는 특징이

보인다. 양손이 동일한 두음 슬러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티큘레이션

(articulation)역시 반복적인 패턴을 사용한다. 다이내믹(dynamic)의 범위는

전체적으로 작고 가장 큰 부분이 mf로 표기된다.

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왈츠는 낭만시대의 장르로써 동일한 제목 아래 반주리듬패턴의 변형, 중

간 부분 낯선 화음으로의 이동 등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신고전적 경향을

담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신고전주의는 기존의 바로크, 고전

시대의 형식에 국한하지 않고 20세기 이전에 존재했던 형식에 새로운 요소

를 첨가한 작품을 포함한다.42)이 곡은 난이도 3의 초급말기에 속하는 수준

으로 화성의 복잡성 이외 리듬이나 음역이동 등의 부담은 최소화하였다.

42) https://helenmusicology.files.wordpress.com/2013/01/essay-2006-state-of-sc

holarly-research-on-neoclassicism-in-music.pdf, 2016. 5. 10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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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집의 첫 곡으로 앞으로 펼쳐질 카발레프스키 음악 어법이나 교육적

의도가 잘 드러나 있다. 리듬, 선율 등의 요소는 실험적이지 않지만 화성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낯선 배치를 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이 곡의 B부분

에서 낯선 화음으로 바뀔 때 양손 특히 화성의 윤곽을 담당하는 왼손의 포

지션이 크게 바뀌지 않는 가운데 온음, 혹은 반음 상승하면서 새로운 화성

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측면이 카발레프스키의 위치이동을 최소화 하

면서 새로운 화성과 음향을 경험시키려는 치밀한 교육적 의도를 증명한다.

또한 왼손 세 번째 박에 쉼표를 주고 있는데 이는 첫 음의 강박 느낌은 그

대로 유지하여 난이도를 높이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왼손의 쉬는

박자에서는 오른손의 멜로디 선율이 채우고 있기에 멜로디 선율을 들으며

연주 하게 된다. 이는 카발레프스키가 즐겨 설정하는 양손 관계이다.

‘왈츠’는 두음 슬러가 전 곡을 통해 나타나므로 두음 슬러를 위한 훈련

이 된다. <악보 2>에서처럼 오른손에 진행되는 슬러의 두 번째 음은 4분

음표의 긴 음가로 되어있고, 왼손 두 번째 음은 8분 음표와 쉼표로 짧은

음가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서 오른손 4분 음표를 짧고 급하게 떼지

않도록 한다. 오른손 긴 음가의 부드러운 처리로 인해 곡에 지시되어 있는

노래하듯이(cantabile)를 표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지원의 악보집

은 마디 첫 부분에 페달표기가 되어있기도 하다. 오른손의 멜로디 선율을

잘 듣기 위해서 왼손의 두음 슬러의 음을 모음화음으로 바꾸어서 치면 멜

로디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 모음화음을 통해 왼손의 변화되는 화성도 들

을 수 있게 된다. 못갖춘마디로 구성되어 있지만 못갖춘마디의 음을 빼고

첫 박의 음을 시작음으로 연습해 보면 못갖춘마디 음에 불필요한 악센트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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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은 노래 (A Little Song)

1) 곡의 특징

<표 6> ‘작은 노래’ 의 구성

형식 A(1-8) B(9-14) Coda(15-17)

조성 E minor

박자 4/4

빠르기 Andantino

이 작품집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민요적 선율요소는 러시아의 전통노래

로부터 나오고 있다. 러시아 민속노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선율은 순차진행이 주를 이루고 짧게 반복되는 패턴으로 이루어진

다.43) 둘째, 음역은 4도에서 11도 사이이지만 주로 4도와 5도사이의 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다.44) 셋째, 2성부 혹은 3성부까지 성부가 첨가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넷째, 기본적 음조직으로는 테트라코드(Tetrachord)가

흔히 사용된다. <악보4>는 솔로로 나오는 부분에서는 단성부로 나오다가

튜티 부분부터는 성부가 첨가되는 구성으로 단성부와 다성부가 섞인 러시

아 민속노래의 예이다.

43) Stanley Sadie, “Folk Music”.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19, 409.
44) Nicolas Slonimsky, Nicolas Slonimsky: Russian and Soviet Music and

Composers. Vol.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4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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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러시아 민요 ‘long-drawn-out’45)

‘작은 노래’에서도 순차진행의 선율이 주를 이루며 5도 올라가고 4도 내

려가는 전형적인 민요패턴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악보 5>.

<악보 5> ‘작은 노래’ 마디 1-4, 순차진행과 5도 4도사용

45) Volodymyr Hoshovsky, “Folk Music”,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19, (London: Macmillan Publisher Limited, 1980),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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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분에 화성변화가 나타나는데 여섯 마디의 긴 프레이즈(phrase)동안

왼손의 반음계진행으로 조성이 불분명해지는 20세기적 특징이 보인다. 낭

만음악에서도 반음계주의(chromaticism)46)는 등장하지만 조성의 기조를 흔

들지 않는 범위 이내였다. 카발레프스키가 이 곡에서 사용한 반음계는 왼

손의 포지션이 앞부분과 동일한 위치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화성적

기능과 무관한 포지션 친화형이라고 할 수 있다.

마디 9에서부터 반주부분에 6마디 동안 반음계진행이 나타나면서 조성이

모호해지게 되는데<악보 6>, 이것이 이 작품의 현대성을 분명히 해준다.

<악보 6> ‘작은 노래’ 마디 9-12, 반음계진행

곡의 음역은 좁고 양손이 높은음자리표에서 연주하도록 되어있으며 곡

의 시작음인 미(E)음은 곡이 끝날 때 한 옥타브 위에서 끝난다. 아티큘레

이션은 레가토로 되어있으며, 러시아 민요의 전통에 따라47) 가사는 언어의

46) 크로마티시즘은 반음계주의로 넓은 의미에서는 본래 온음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음, 즉 반음계적 변화에 의해서 얻은 음을 선율 중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7) Stanley Sadie, “Folk Music”,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19,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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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에 따르므로48) 마지막 박에서 슬러가 시작되거나 마디를 넘어 연결되

는 슬러 들이 배치되어 있다. 다이내믹은 피아노(p)로 시작되며 클라이맥

스로 향하는 12마디에 포르테(f)로 나오고 바로 수비토 피아노(P sub.)로

표기되어 작게 곡이 끝나고 있다. 페달은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 레가토로

연주해야 한다.

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러시아 민요에 흔한 좁은 음역의 순차진행 선율의 반복되는 패턴으로

이루어진 노래로서 민속적 특징을 경험할 수 있는 민족주의 스타일에 해당

된다. 주선율은 단선율이고 반주는 겹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역시 순차

진행하는 형태로 음역전환이 적어 크게 어렵지 않다. B부분 왼손의 반음계형

반주의 화성을 통해 낯선 음향이 나타난다. 화성의 복잡성을 상쇄하기 위한

손위치 전환의 최소화를 통해 교수학적 배려를 볼 수 있다. 이 곡은 짧은

프레이즈가 반복되며 리듬의 배치도 어렵지 않기에 난이도 3에 해당된다.

‘작은 노래’는 멜로디가 오른손과 왼손에 번갈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양손에서 멜로디를 표현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된다. 슬러의 위치가 약박

에서 시작하는 부분도 자주 나타나고 슬러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슬러

표현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고, 반주부분이 단선율이 아닌 화음으로 나오

기 때문에 소리 조절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반주 부분에 나오는 겹음

48) 박문정, “Russia 민요와 18〜19세기 동안의 Russia Opera.”『동대논층』,

Vol.22 No.1, (서울: 동덕여자대학교, 1992),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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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형을 처음부터 줄이려하지 말고 알찬 소리로 연습한 다음 작게 조절하는

것이 좋다. B부분에서처럼 왼손에 반음계진행의 모호한 화성이 나올 때는

오른손 선율보다 왼손의 화성을 좀 더 크게 치며 듣는 훈련을 한 후 밸런

스를 맞추는 방식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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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단조 연습곡 (Etude in A minor)

1) 곡의 특징

<표 7> ‘A단조 연습곡’ 의 구성

형식 A(1-7) A′(8-11) A″(12-16) Coda(17-18)

조성 A minor

박자 4/4

빠르기 Allegro vivace

이 곡은 19세기 중반에 양산되었던 체르니의 작품<악보 7>과 흡사한

연습곡 계열의 특징을 보인다. 16분음가로 이루어진 오른손의 음형과

Allegro vivace의 빠르기 지시를 미루어볼 때 손가락의 독립과 기동성을

훈련하기 위한 의도가 느껴진다.

<악보 7> ‘체르니 100번 No.3’ 마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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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은 8분음표와 16분음표 음가의 반복진행과 단순한 모티브로 구성되어

일정하게 움직이다가 A부분의 실질적으로 마지막 마디인 6마디에서 싱코

페이션(Syncopation)리듬을 쓰고 있다<악보 8>.

<악보 8> ‘A단조 연습곡’ 마디 5-9, 싱코페이션 리듬

화성의 특징으로는 B부분에 나타나는 장조와 단조의 교대인데 카발레프

스키가 즐겨 사용하는 화성 어법이다. 다이내믹은 단위를 길게 잡지 않고

한마디 안에서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마지막

만 두 마디로 길게 크레센도로 끌고 가며 포르티시모(ff)로 곡이 끝난다.

오른손에서 순차진행이 주를 이루므로 페달은 악보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

럼 주로 왼손의 겹음 부분에 짧게 밟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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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곡의 프레이즈가 끝날 때쯤 긴 음가를 사용하는 것은 카발레프스키 프

레이즈 특징 중의 하나이며 이는 민속춤에 자주 나타나는 처리방식이다.

좁은 음역 안에서의 상행과 하행의 반복도 민족주의 스타일의 특징이다.

왼손의 베이스 겹음도 5도로 되어있으며 민속재료로 만든 체르니풍 연습곡

이다. 이 곡은 장르적인 발상으로는 신고전주의 스타일이지만 재료는 민족

주의 스타일이라 볼 수 있다. 오른손에 배치한 16분 음표의 빠른 패시지들

의 훈련에 초점을 맞춘 까닭에 왼손화성은 복잡하지 않게 움직이고 있으

며, 오른손 역시 반복패턴으로 이루어진다. 이 곡을 통해 템포감각이나 기

동성을 기를 수 있게 된다. 화성변화가 심하지는 않지만 속도감 있게 쳐야

하므로 난이도 6에 해당된다.

‘A단조 연습곡’은 좁은 음역에서 16분 음가들의 원활하고 빠른 움직임을

훈련할 수 있는 곡이다. 오른손의 16분음표의 음가들이 p안에서도 크레센

도 데크레센도를 표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왼손의 패턴에 겹음과 홑

음이 동시에 들어있다. 오른손의 스케일 진행을 올라가는 부분과 내려가는

부분으로 나누어 인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왼손의 경우 변화하는 베

이스 음들만 뽑아서 연습하거나 겹음으로 이루어진 부분만 떼어서 연습하

면 진행 방향이 더욱 뚜렷이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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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 위의 밤 (At Night on the River)

1) 곡의 특징

<표 8> ‘강 위의 밤’ 의 구성

형식 A(1-6) A′(7-12) Coda(13-18)

조성 B minor

박자 3/4

빠르기 Andantino

3박자의 느린 움직임으로 오른손은 강물이 흘러가는 듯한 8분 음표들의

순차진행들이 보이고 왼손은 잔잔한 강 위에서 노 젓는 것 같은 음형을 쓰

고 있다. 오른손의 소프라노(soprano)파트와 왼손에서 테너(tenor)파트와

지속음 처리가 두드러지는 베이스(bass)파트의 3성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지속음 베이스는 악기적인 요소로 러시아 전통 백파이프적인 특성이 보

인다<악보 9>.

<악보 9> ‘강 위의 밤’ 마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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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의 변화는 A′부분 베이스 음에서 B –Bb –A –G –F# 로 순차

진행하며 내려오고 있다<악보 10>. 세 개의 성부는 기본적으로 호모포닉

하지만 왼손의 윗 성부와 오른손 선율이 어우러지는 앙상블의 느낌도 자아

낸다. 다이내믹 범위는 mp-p-pp이므로 전체적으로 피아노(p)의 악상을 표

현하는 곡이다. 페달은 사용하지 않는다. 왼손 베이스의 지속음을 손가락으

로 유지하는 핑거 페달링을 경험하는 짜임새이다.

<악보 10> ‘강 위의 밤’ 마디 5-13, 순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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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좁은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선율 형태와 지속음 베이스는 민속노래의

선율과 반주 양식을 갖는다. 반주 성부들의 어울림에 악기적인 요소들이

들어있고 반복이 잦은 민속선율의 특징을 담은 민족주의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 B부분의 화성에서 낯설게 진행하는 카발레프스키 고유의 어법이 곡

에 현대성을 부여하고 있다. 강 위의 밤을 묘사하고 있는 이 곡은 제목이

주는 의미에서 내러티브(narrative)49)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

격소품의 특징도 가지며 난이도 3에 해당되는 곡이다. 오른손은 강물이 흘

러가는 듯한 느낌으로 왼손은 노 젓는 것 같은 느낌을 상상하며 연주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강 위의 밤’은 노래와 반주가 확실하게 보이는 곡으로 양손의 밸런스를

훈련할 수 있다. 왼손의 베이스 파트는 대부분 지속음 역할을 하므로 테너

파트의 움직임을 듣는 편이 좋을 것이다. 전체적인 음량은 작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소리가 부실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양손 모두 크게 치면서 양손의 진행을 잘 들으며 훈련을 한 후 소리를 줄

이면서 조절한다.

49) 내러티브는 묘사 또는 서술의 형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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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놀이 (Playing Ball)

1) 곡의 특징

<표 9> ‘공놀이’ 의 구성

형식 A(1-16) B(17-38) A′(39-54)

조성 D Major

박자 3/8

빠르기 Vivace leggiero

좁은 음역에서 리듬이 반복되며 오른손과 왼손이 프레이즈가 바뀔 때마

다 교대로 동일 패턴을 반복한다<악보 11>.

<악보 11> ‘공놀이’ 마디 1-10, 양손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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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은 반복적이며 화성과 음역 그리고 다이내믹에만 변화를 주고 있는

곡으로 곡 전체가 양손이 교대하는 짜임새로 이루어진다. A부분에서보다

B부분은 음역이 다소 하향이동 한 후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며 음역의

변화가 자주 나타난다. 아티큘레이션은 음들이 모두 끊어지게 되어있는 연

타음과 스타카토의 겹음이 주를 이룬다. 이와 같은 아티큘레이션이 처음부

터 끝까지 사용되는데 반복음은 끊어질 수밖에 없기에 두들김의 주법이 구

사된다. 다이내믹은 프레이즈 단위로 확실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악보

12>.

<악보 12> ‘공놀이’ 마디 16-21, 다이내믹 대비

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이 곡에서처럼 건반에서 빈번하게 위치이동을 하며 연타음을 타악기적

인 기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20세기 토카타(toccata)의 특징이다.50) 20세기

전반부의 경향들 중 원시주의 스타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카발레프스

50) Kim Eun-Joung, “A Style and Performance Guide to Selected Piano

Toccatas, 1957–2000,” D.M.A., (University of Cincinnati,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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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원시주의를 피아노의 새로운 기능인 두드리는 것에 적용하고 있다.

이 곡의 경우 좁은 음역에서 리듬이 반복되면서 타악기적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 가지 개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아티큘레이션이

나 리듬 패턴을 반복시키면서 다른 요소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카발레프스키의 교육적 의도이다. 양손의 기량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오른손에 나왔던 리듬패턴을 왼손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훈련하도록

하는 카발레프스키의 특징이 이 곡에서도 나타난다. 제목에서 이미지와 상

상을 끌어낼 수 있는 공 튀기는 놀이를 묘사한 곡으로 난이도 4에 해당된

다.

‘공놀이’를 통해서 동일한 음을 고르게 치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패턴을

훈련 할 수 있으며 리듬패턴은 반복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때 리듬이 흔들리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동일한 음을 칠 때 손가락 번호를 바꾸는 것이

음을 고르게 칠 수 있게 되므로 악보에 표시된 번호대로 4 3 2로 천천히

연습을 한 후 빠르게 해본다<악보 11>. 두음 슬러의 긴 음가로 나오는 마

디만 따로 연습을 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이며 이때 표시된 페달도 함께

연습해 준다. 동일한 리듬 패턴에서는 3개의 음중에 첫 음과 마디의 마지

막 음인 8분음표만 따로 떼어서 쳐보는 훈련을 하게 되면 양손의 간격을

익히며 화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상지원 악보집에서는 3개음 반복시 첫

음에 액센트 표기가 되어있다. 그러나 연습 할 때는 액센트를 넣어서 해도

되지만 빠른 템포로 칠때는 액센트 없이 치는 것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

며 악상기호를 지키기에 무리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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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슬픈 이야기 (A Sad Story)

1) 곡의 특징

<표 10> ‘슬픈 이야기’의 구성

형식 A(1-8) B(9-16) A′(17-24) Coda(25-34)

조성 F minor

박자 2/4

빠르기 Cantabile

좁은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선율은 4분의 2박자의 단순한 리듬형에 실

려 있다. 리듬패턴도 반복이 계속 되며, 음정관계도 3도, 6도와 더불어 5도

사용이 많아 민요패턴이 뚜렷하다. 왼손에서 진행되는 화성은 다소 복잡하

다. 3도와 5도의 음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포지션의 변화가 많이 나

타나며, 특히 B부분에서 반음계 진행으로 하행하면서 3화음으로 변화하는

부분이 까다롭다<악보 13>. 코다(coda)부분 왼손에서 음역을 넓게 사용했

지만 첫 박의 화음은 순차로 내려오면서 두 번째 음은 똑같은 위치를 치면

서 복잡성을 피하고 있다. 단조로 일관되던 곡은 코다에 이르러 장조로 전

환되어 피카르디 종지(picardie candence)로 곡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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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슬픈 이야기’ 마디 7-13, 반음계 진행

레가토와 테누토(tenuto)의 아티큘레이션이 두드러지는 곡이다. 이 작품

집 속 특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캐릭터의 번호에서 많이 쓰이는 아티큘레이

션이다. 카발레프스키는 선율과 언어를 밀접한 관계로 생각했다. 전체적으

로 작게 연주하지만 코다부분에서만 포르테(f)로 하다가 점점 작아지면서

피아노(p)로 곡이 끝난다. 코다부분에서 레가토 페달로 넓은 음역을 이어

지도록 연결해 주고 있다.

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난이도 4에 해당되는 이 곡은 제목이 암시하듯 내러티브(narrative)적 측

면이 강한 곡이다. 민담이나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이야기에서 배어나올

듯한 정서가 담겨있다. 카발레프스키는 러시아 민속 재료를 두루 사용하는

가운데 이 같은 ‘이야기적’인 특성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하였다. 음악 작품

의 속성에 언어적 표현 및 묘사와 상통하는 점을 매우 비중 있게 생각했

다. 교육용 곡에서 더더욱 그런 측면은 강조되고 있다. 제목과 연관이 되는

내용이 펼쳐지는 성격 소품 개념의 신고전주의 스타일에 속하며, 반복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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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마디로 이루어진 짧은 모티브의 선율 패턴이 전형적인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화성적 요소의 실험성은 전형적인 카발레프스키 스타

일의 현대성을 보여준다.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의 병치가 두드러지는 곡이

지만 교육용 목적을 염두에 두고 반복의 특성을 갖는 민속적 요소를 활용

하여 난이도 조절을 꾀했다.

‘슬픈 이야기’는 전형적인 노래와 반주를 레가토로 연주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곡이다. 멜로디 선율은 단선율 이지만 왼손의 반주는 화음진행으

로 되어있기에 양손의 밸런스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상지원 악보집은 왼손

반주부분에 오른손의 악상기호보다 한 단계씩 작게 치는 악상기호를 표기

해 놓고 있다. 왼손의 화성진행을 먼저 귀로 듣는 훈련을 하고 두음 슬러

를 지켜서 연습을 한다. 3화음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가운데 음을 뺀 윤곽

음만 잡아 부담을 최소화 시켜서 연습 한 후에 가운데 음을 넣어본다. 오

른손 멜로디에서는 같은 음을 반복할 때 테누토 표기가 되어있으므로 마치

언어의 각 음절을 강조하듯 무게를 실어서 연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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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옛 춤곡 (An Old Dance)

1) 곡의 특징

<표 11> ‘옛 춤곡’의 구성

형식 A(1-8) B(9-14) A′(15-22)

조성 A minor

박자 3/4

빠르기 Tempo di Menuetto

4분의 3박의 러시아 춤곡에서 많이 쓰이는 리듬패턴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리듬 패턴도 짧은 모티브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선율은 겹음과 홑음이 혼합된 형태로 진행된다. 이는 러시아 민속 선율

에 흔히 나타나는 유형이다. 왼손 반주 화성은 대체로 5도 진행을 많이 썼

으며, 선율에 꾸밈음이 붙고 포르타토 아티큘레이션 같은 요소들이 새롭기

때문에 화성은 단순화 했다<악보 14>. 예외도 있지만 대체로 춤곡은 노래

에 비해 화성이 단순함을 ‘옛 춤곡’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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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옛 춤곡’ 마디 1-5, 5도 진행

곡의 짜임새는 A에 나왔던 음역들이 B부분에서는 한 옥타브 내려가서

연주되고 A′부분에서는 다시 원래의 위치로 올라가서 겹음으로 구성된다.

B부분 왼손에서 테너파트에 미(E)음이 지속음을 사용하면서 드론 베이스

(Drone-Bass)51)의 타악기 느낌을 주고 있다. 춤곡은 항상 악기가 반주를

하게 되는데 이 곡에서도 악기적인 요소를 반영한 꾸밈음을 표기해 놓고

있다. 러시아 전통 발현악기인 발랄라이카(Balalaika)나 반두라(Bandura),

리라(Lira)등의 악기로 연주하면서 리듬감을 더 해 준다. 가장 연관성이 큰

부분은 아티큘레이션인데, 이 곡에서는 뜯는 악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포르

타토(portato)52)주법과 스타카토가 주로 사용되었다.

51) 드론은 선율이나 화성진행을 도와주기 위해 길게 지속하는 음, 악기에서 지속

저음을 내는 부분을 말하며, 드론 베이스는 백파이프의 드론(음이 변하지 않는

관으로 으뜸음 또는 으뜸음과 딸림음의 5도)에서 유래하며, 화성학에서는 오르

겔풍크트의 일종을 말한다.

52) 포르타토는 레가토와 스타카토의 중간 정도로 이음줄이 있는 스타카토로 표시

한다. 음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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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라이카(Balalaika) 반두라(Bandura)

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전통악기 앙상블의 짜임을 연상케 하는 민속풍 춤곡이다. 악기적인 특성

으로 꾸밈음을 쓰거나 높은 음역에서 포르타토로 처리되며 다이내믹은 메

조피아노(mp)로 시작되며 B부분만 포르테(f)로 연주하고 A′부분에서는

다시 피아노(p)로 연주한다. A부분은 높은 음역에서의 여자들의 춤을 연상

케 하고, B부분은 음역이 한 옥타브 내려가고 드론 베이스가 울리는 가운

데 스타카토로 포르테(f)의 힘 있는 겹음 멜로디가 있는 남성들의 춤을 연

상할 수 있다. 이처럼 카발레프스키는 춤곡이나 노래에서 반주로 기능하는

악기적인 부분들을 염두 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부분에서는 선율

이 겹음으로 강화되어 더 많은 인원의 춤을 추는 느낌으로 묘사되어지며

단순한 민속춤곡에 가능한 다양성을 가미하고 있다. 겹음 위의 꾸밈음과

포르타토의 미묘한 터치감을 집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난이도 4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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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곡이다.

‘옛 춤곡’은 시작부분 첫 음에 악기의 울림 같은 겹음의 화성을 치고 이

후 단선율로 진행하다가 낮은 음역으로 옮겨서 반복해서 나올 때는 대부분

겹음으로 진행되고 있다. 겹음의 상성부음이 선율의 윤곽을 담당하기 때문

에 상성부의 음만 따로 떼어서 연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겹음을 연습

할 때 먼저 상성부음만 왼손과 맞춰서 연습해 보고, 내성부의 음들도 같은

방법으로 연습한 후에 양손을 맞춰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스타카토, 포르타

토, 슬러, 레가토 사이의 섬세한 구분이 필요한데 연습 첫 단계에서는 모든

음을 충실한 음질로 동일하게 논 레가토로 연습한 다음 아티큘레이션의 구

분에 들어가도록 한다. 이 곡에서는 모든 음을 레가토로 연습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 69 -

8. 자장가 (Lullaby)

1) 곡의 특징

<표 12> ‘자장가’의 구성

형식 A(1-14) A′(15-31) Coda(32-37)

조성 B프리지안(B Phrygian mode)

박자 2/4

빠르기 Moderato Cantabile

왼손 리듬패턴이 반복적으로 7도 음정의 오스티나토(Ostinato)를 사용하

고 있다<악보 15>.

<악보 15> ‘자장가’ 마디 1-4, 7도 음정사용

선율은 A부분에서는 오른손이, A′부분에서는 동일 선율을 왼손이 담당

하고 코다에서는 양손이 오스티나토 음형을 유니즌으로 끌고 가지만 선율

패턴은 순차진행으로 흘러가지는 않고 있다. 조성은 프리지안 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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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rygian mode)으로 구성된 곡이며, 1-8마디는 7-8마디에 사용된 F#음으

로 인하여 B프리지안 선법으로 시작되지만 마지막은 E프리지안으로 곡이

끝난다. 다시 말하면 정격 프리지안으로 시작하여 변격 프리지안

(hypophrigian)으로 마무리 하고 있는 곡이다. 왼손리듬의 오스티나토 리듬

이 A′부분에서는 오른손에서 똑같이 반복되다가 코다부분에서 다시 원래

대로 돌아오는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

제목이 자장가이므로 많은 부분의 다이내믹이 피아노(p)이지만 클라이맥

스로 향하면서 포르테로 커지다가 코다가 나오기 바로 전에 한 번 더 피우

포르테(piu f)까지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은 16분음표로 급박하게 내려오면

서 피아니시모로 곡이 끝나고 있다<악보 16>.

<악보 16> ‘자장가’ 마디 34-37, 급박하게 내려오는 진행

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민족주의 스타일 곡의 특징 중 하나가 동일 패턴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곡도 처음부터 끝까지 리듬과 선율패턴이 반복적이다. 다른 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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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상대적으로 호흡이 길고 느린 곡이기 때문에 양손이 교대로 선율을

담당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유니즌으로 처리하는 변화를 주고 있다. 반주의

펼침 화음에서 7도의 잘 사용되지 않는 음정을 채택했고 곡의 구조에 따라

변화하는 짜임새로 인해 화성의 복잡함은 최소화 되어있는 난이도 6에 해

당되는 곡이다. 클라이맥스로 가면서 악상은 포르테이지만 화성은 복잡하

지 않게 쓰고 있으며, ‘자장가’의 단순한 캐릭터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7도 음정의 하행 화성은 그리 친숙하지 않으므로 이 곡을 통하여 새롭

게 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자장가’는 긴 호흡으로 7도 음정을 처음부

터 끝까지 핑거레가토로 끌고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7도 음정을 모

음화음(blocking)으로 충분한 연습을 한 후에 오른손 멜로디에 맞춰 진행

시키는 연습이 필요한 곡이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한번은 7도 음정 반주

를 크게 쳐보고 한번은 멜로디를 크게 치면서 훈련을 하는 방법도 효과적

이다. 14마디부터는 오른손이 반주, 왼손에서 선율이 나오는 부분이므로 역

할을 바꾸어서 동일한 연습을 한다. 이 곡은 양손의 밸런스에 집중하여 연

주해야 하는 곡이므로 이러한 연습방법들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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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작은 우화 (A Little Fable)

1) 곡의 특징

<표 13> ‘작은 우화’의 구성

형식 A(1-8) B(9-16) Coda(17-18)

조성 E minor

박자 4/4

빠르기 Allegro Moderato

이 곡은 전체가 스타카토 유니즌(Unision)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평진

행과 아티큘레이션 처리에 집중 할 수 있는 곡이다<악보 17>.

<악보 17> ‘작은 우화’ 마디 1-3, 유니즌진행

B부분에서는 점차 상행하면서 다이내믹도 함께 상승하고, 긴장감을 조성

하면서 13마디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한다. 곡이 옆으로 진행되다 가장 높이

올라가는 13-14마디에서는 까다롭고 애매모호한 화성을 쓰고 있다<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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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럼에도 불구하고 13-14마디의 구성음은 거의 동일함을 유지한 채

리듬 패턴에만 약간의 변화를 주고 있다. 15마디부터는 주로 차례로 순차

진행하면서 부담을 덜어주면서 곡을 끝낸다<악보 18>.

<악보 18> ‘작은 우화’ 마디 12-18, 클라이맥스

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곡 전체가 스타카토로 이루어진 곡들은 20세기 전반 경향들 중에 필연

적으로 원시주의와 연관된다고 보아야한다. 교육적인 카테고리 내에서 원

시주의란 리듬이 전면에 부각되며 주법면에 있어서 타악기적 특성을 경험

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카발레프스키의 곡은 타악기적 요소가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면서 군사적인 것과도 연관이 된다. 반복적인 절제된 리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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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카토 아티큘레이션을 구사함으로써 당시 체제에 부응하는 절도 있고

규칙적인 음악적 특성을 실현할 수 있었다. 곡 전체를 스타카토로 처리하

기 때문에 다른 복잡한 요소는 첨가하지 않았으므로 난이도 4에 해당된다.

양손은 시종일관 유니즌으로 처리되어 곡의 진행하는 방향과 스타카토 아

티큘레이션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다.

스타카토로 되어있는 곡 전체를 모두 레가토로 연습을 해서 수평적 진

행의 방향성을 인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 왼손은 레가토 오른

손은 스타카토로 설정해서 연습하면 양 손이 함께 진행 할 때 왼손의 소리

를 들어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유니즌으로 수평진행 음형들 중 내려오는

것과 올라가는 것들로 구분해서 소그룹으로 나누어 보는 연습도 매우 유익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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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릿광대 (Clowning)

1) 곡의 특징

<표 14> ‘어릿광대’의 구성

형식 A(1-8) B(9-16) A′(17-24) B′(25-40) Coda(41-48)

조성 F Major

박자 6/8

빠르기 Vivace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리듬패턴으로 반복하고 있으며 선율 또한 화성에

서 이끌어져 나오므로 특별히 화성의 진행에 더 집중 할 수 있는 곡이다.

리듬패턴이 같을 때 다이내믹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곡

에서도 포르테(f)와 피아노(p)가 프레이즈가 바뀔 때마다 교대로 바뀐다.

카발레프스키가 교육용 작품을 쓸 때 흔히 쓰는 기법 중 하나가 한곡 안에

서 똑같은 선율 패턴을 되풀이할 때 장조와 단조를 번갈아 쓰는 것이다.

이곡도 같은 멜로디 반복을 할 때 장조와 단조를 반드시 바꾸어서 쓰고 있

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장조는 포르테(f)로 단조는

피아노(p)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악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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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어릿광대’ 마디 1-9

B′부분에서는 우나 코르다(una corda) 페달 지시어를 제시해 주고 8마

디 지속후 트레 코르데(tre corda)53)를 지시해주며 페달을 떼어서 원래대로

연주하도록 한다.

한 프레이즈가 끝날 때는 반드시 긴 음가로 마무리하는 방식이 이 곡에

서 뚜렷하다.

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일정한 리듬으로 건반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특성을 가진 토카타적인

원시주의 스타일 작품이다. 리듬은 반복되지만 비바체의 빠르기로 기동력

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이도 5에 해당된다.

53) 트레 코르데는 왼쪽의 우나코르다 페달 없이 연주하는 것이다.



- 77 -

카발레프스키가 즐겨 쓰는 장조와 단조가 두드러지게 바뀌는 곡이므로

화성의 대비를 더욱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빠른 속도의 끊임없이

움직이는 무궁동(perpetual motion)타입 이지만 교육용 작품이기에 프레이

즈의 끝을 반드시 긴 음가로 마무리하여 크게 힘들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마디 첫 박에 나오는 왼손 음이 일종의 선율진행의 윤곽을 형성하

기 때문에 왼손의 진행을 잘 들어야한다. 또한 리듬의 규칙성도 왼손 첫

음을 기준으로 삼아 의식하며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첫 음은 스타카토로, 바로 이어지는 두음은 두음 슬러의 패턴이 반복되

고 있는데 이때 첫 음과 슬러의 마지막음이 항상 같은 음으로 치도록 되어

있다<악보 19>. 상지원 악보집에서는 첫 음이 레가토로 나와 있지만 셔머

악보집에서처럼 스타카토로 짧게 쳐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슬러의 마지막

음이 바로 그 음을 치기 때문에 빨리 피해줘야 하므로 다음 음으로 이동하

기에 편하고 토카타적인 느낌을 더 살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처음 연습

할 때는 레가토로 천천히 연습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충분한 연습 후에 템

포를 조금씩 올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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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론도 (Rondo)

1) 곡의 특징

<표 15> ‘론도’의 구성

형식 A(1-4) B(5-8) A′(9-16) B′(17-24) A″(25-29) Coda(29-34)

조성 C 에올리안 (C Aeolian mode)

박자 4/4

빠르기 Moderato

A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론도형식이다<악보 20>. 복잡하지 않

은 리듬패턴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선율은 순차진행이 주를 이룬

다. A부분에서 양손은 3도 간격으로 진행되며 B부분은 3화음의 진행을 보

인다. A부분의 양손 간격은 넓고 B부분은 좁다. 화성은 4마디마다 1-4마

디는 C에올리안, 5-8마디는 A에올리안, 9-19마디는 C에올리안으로 바뀌고

있다. 곡의 짜임새를 보면 A부분은 홑음으로 진행되다가 B부분에 겹음의

호모포니(Homophony)54)형식을 사용하므로 A와 B의 대비적인 짜임새로

구성되어 있다<악보 21>.

54) 호모포니는 어떤 한 성부가 주선율을 담당하고 다른 성부는 그것을 화성적으

로 반주하는 음악이나 형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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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론도’ 마디 1-4, A주제

<악보 21> ‘론도’ 마디 5-8, 겹음진행

A부분의 아티큘레이션은 논 레가토(non legato)표기가 되어있는 대로

논 레가토로 연주를 해야 하며, 양손이 가까이 연주하는 B부분은 레가토를

적용해 뚜렷한 대비를 준다. 다이내믹은 A는 mf, B는 p, A′는 f이고 B′

는 mp - poco rit.이며 A″는 mf, Coda는 p – cresc. - f – p – f 의

다이내믹 변화가 많은 곡이다. A와 B부분은 짜임새, 아티큘레이션, 다이내

믹 면에서 총체적 대비를 보인다. 양손이 동일한 리듬패턴으로 진행되는 A

부분은 다소 딱딱한 행진곡 풍이며 화성의 어울림이 두드러지는 B부분은

부드러운 노래의 분위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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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론도’ 는 형태면에서 신고전주의이며 어법은 민속적이다. 러시아 민요들

속에는 전쟁과 연관되는 군사적인 성격의 표현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 곡

의 전체적 느낌에도 그와 같은 민족주의적 스타일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론도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아티큘레이션에 있어서 타악기적인 부분인

원시주의 스타일도 있다. A와 B의 음역과 다이내믹도 다르게 설정되어있

는 것을 볼 수 있으며, B부분은 슬러를 사용하여 대조되는 아티큘레이션으

로 연주해야 한다. A의 2성부 사운드와 B의 3성부 짜임새도 대비되는 부

분이다. 이 곡은 전체적으로 화성, 음역, 악상의 대비로 인한 복잡성으로

난이도 7에 해당되는 곡이며, 신고전, 민족적, 타악기적인 원시주의 경향이

모두 들어있는 복합적인 곡이다.

‘론도’는 논레가토로 연주하라는 표기가 되어있지만 먼저 레가토로 연습

을 하면서 양손이 3도 간격으로 진행되는 화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 곡이

다. 오른손의 겹음 진행에서는 윗성부 음과 왼손만 맞춰보고, 알토 음과 왼

손만 맞춰보면 윤곽 파악이 쉽다. 또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낮은 음역

의 왼손을 f로 오른손을 p로 임의의 다이내믹을 설정하여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연습 후 원래의 다이내믹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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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작은 토카타 (Toccatina)

1) 곡의 특징

<표 16> ‘작은 토카타’의 구성

형식 A(1-12) A′(13-18) B(19-34) A″(35-43) Coda(44-49)

조성 A 에올리안 (A Aeolian mode)

박자 2/4

빠르기 Allegretto

두 마디의 서브 프레이즈(sub-phrase) 이루어진 A부분이 세 번 반복되

는 가운데 중간에 B부분이 위치한다. 리듬패턴은 크게 변하지 않으며 칸탄

도(cantando)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왼손에서 멜로디 선율이 노래하듯

이 계속 흐르고 오른손은 반주 패턴이 동일하게 흐르는 못갖춘마디의 짜임

새를 가지고 있다. 왼손의 선율은 에올리안 모드에 근거하고 오른손 반주

화성의 리듬은 약박에 들어오는 특징을 갖는다<악보 22>.

<악보 22> ‘작은 토카타’ 마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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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발레프스키는 항상 화성의 변화를 B부분에 주고 있는데, 이 곡도 B부

분이 화성적으로 복잡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왼손의 멜로디

음들과 오른손 가장 위의 음이 유니즌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복잡해진 화성

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 하고 있다<악보 23>.

<악보 23> ‘작은 토카타’ 마디 20-24

선율을 맡은 왼손은 자연스러운 레가토로, 화음으로 이루어진 오른손은

스타카토로 처리된다. 두음이나 네 음 슬러의 아티큘레이션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A의 주제선율이 시작될 때는 항상 p의 악상으로 시작하도

록 다이내믹 표기가 되어있고, 화성이 복잡해지는 B부분은 f의 악상이 나

오고 나머지는 p로 작게 연주한다. 오른손이 두터운 3화음인 반면 왼손은

단선율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적절한 밸런스가 요구된다.

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옛 바로크 양식인 토카타의 작은 형태로 신고전주의 스타일에 속한다.

또한 약박에 들어오는 리듬위치나 선율 패턴으로 인한 민족주의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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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두드리는 느낌과 끝부분에 계속 하행하면서

건반을 골고루 만져보는 느낌의 원시주의의 타건 스타일까지 다양한 스타

일들을 경험 할 수 있는 곡이다. 작은 토카타를 뜻하는 제목 ‘토카티나’에

맞게 음역을 지나치게 넓게 잡거나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고 비슷한 음역대

에서 움직이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저음부로 내려가고 있는 것들이 교수

학적 배려가 있는 곡이다. 이 곡을 머그라는 난이도 3으로 분류해 놓았지

만 머그라의 난이도 분류는 그대로 따르기엔 오른손의 화음 구성에 따른

포지션 이동과 빠른 템포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난이도

분류를 5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요적인 멜로디가 왼손에 흘러가

고, 오른손의 코드는 마치 타악기적 느낌의 북으로 반주하면서 노래 부르

는 것 같은 느낌의 곡이다.

멜로디는 단선율 진행에 비해 반주패턴은 3화음구성으로 되어있기에 반

주부분의 음량이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연습방법으로 왼손 멜로디는

그대로 치면서 오른손의 3화음 중 가장 위의 성부음만 쳐보면 왼손 멜로디

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3화음 중 가운데 음을

뺀 두 개의 음으로만 연습을 하면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 된다. 앞에

두 가지의 훈련을 한 후에 3화음을 모두 쳐보는 훈련이 필요한 곡이다. 왼

손의 멜로디는 악보집마다 슬러 표기가 다르게 되어있는데 셔머 악보집의

슬러 표기가 노래 부르기에 편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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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귀여운 장난 (A Little Prank)

1) 곡의 특징

<표 17> ‘귀여운 장난’의 구성

형식 A(1-16) B(17-34) A′(35-49) Coda(50-53)

조성 C Major

박자 2/4

빠르기 Vivace leggiero

제목에서처럼 아이들이 장난치는 것 같은 표현을 시퀀스(sequence)음형

으로 묘사하고 있다. 모티브에 32분음표의 짧은 음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리듬이 빠르긴 하지만 첫 음에 나온 음을 반드시 왼손에서 옥타브 간격으

로 다시 치도록 하여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있다<악보 24>.

<악보 24> ‘귀여운 장난’ 마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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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분에서 오른손에 나왔던 리듬패턴을 B부분에서는 왼손에서 진행하

도록 하고 있다. ‘귀여운 장난’은 전체적으로 스타카토 아티큘레이션이 많은

곡으로 슬러의 마지막음은 항상 스타카토로 표현하고 있다. 음역설정에 있

어서는 양손이 높은음자리표로 간격이 좁게 움직이고 있다. 짜임새는 기본

적으로 단선율적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양 손이 B부분 일부를 빼고는 전체

적으로 교대로 나오는 형태이다. 이 곡은 빠르게 움직이는 테크닉이므로

페달없이 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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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양손의 음역이 넓게 설정되어있지는 않지만 건반 위를 부지런히 움직인

다는 측면에서 토카타계열 이라고 할 수 있으며 32분 음표 음형을 포함한

동일한 리듬패턴의 반복으로 인하여 에튀드적 성격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많은 음들이 스타카토로 타악기적 주법이 강하다. 레벨 5로 분류

되는 곡인데 레벨이 상승할수록 여러 스타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이 곡도 그 중 하나이다. 타악기적 특성인 원시주의 스타일과 성

격 소품적 분위기를 함께 지니고 있다.

32분 음표들을 오른손은 하행으로 왼손은 상행하면서 고르게 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마지막음들이 스타카토로 되어있어서 부담을 줄일 수 있

게 된다. 상지원 악보집은 처음 시작이 p, 셔머 악보집은 mf로 악상기호을

다르게 표기하고 있지만 못갖춘마디 시작이기에 p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32분음표 음들의 슬러 부분만 떼어서 연습해 본 후 왼손과 맞추는

데 손모양의 위치를 익히기 위해서는 8분 음표들을 레가토로 연습해야 한

다<악보 24>. 계속되는 32분음표 진행 후 8분음표의 출현은 빨라질 수 있

는 요소를 갖고 있다. 이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왼손의 반복적인 8분음표의

음가를 잘 유지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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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스케르초 (Scherzo)

1) 곡의 특징

<표 18> ‘스케르초’의 구성

형식 A(1-20) B(21-28) A′(29-37)

조성 B Minor

박자 3/4

빠르기 Allegro scherzando

스케르초는 노는 듯한, 조롱하는 듯한, 장난스러움의 뜻을 내포하고 있

다. 곡 전체가 높은음자리표로 되어있으며 마지막 세 마디에서만 낮은음자

리표가 나오고 있다.

선율은 온음계와 반음계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B부분에서는

수평진행에 반음계를 반복적으로 등장시켜 스케르초라는 곡의 캐릭터를 더

욱 강화하는 느낌이다. 이 부분의 왼손 음정도 단5도와 증4도가 쓰여 반음

계 진행과 더불어 냉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곡의 제목처럼 스케르초의 분위기가 음형이나 스타카토 아티큘레이션에

서 나타난다. 양손의 관계가 유니즌이 아닌 3도 간격의 동시 작업으로 설

정이 되어있고, 왼손 리듬의 위치가 바뀌고 있으며 리듬의 배치는 약박에

서 시작되는 것들이 많다. 양손의 교차하는 부분이 이 작품집에서 처음 등

장하고 있다<악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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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스케르초’ 마디 20-23, 양손교차

곡 전체에서 스타카토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두 음 슬러가 섞여있다.

슬러와 동시에 스타카토 내성을 치는 경우를 드물게 배치해서 짜임새로

인한 난이도를 크게 높이고 있지 않다. 대부분 순차진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치 이동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다. 전체적인 다이내믹으로 악보

처음에 피아노(p) 레지에로(leggiero)55)로 되어있고, 마지막은 레지에르시모

(leggierissimo)56)로 피아니시모(pp)로 곡을 끝낸다.

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스케르초’ 제목에서 오는 신고전주의 발상과 기법상으로 볼 때 스타카

토로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은 토카타적인 원시주의 스타일이다.

리듬의 배치를 약박에 두는 것은 민족주의 스타일에서 흔히 나오는 방식이

다. 온음계와 반음계의 혼용, 왼손 리듬의 잦은 약박에서의 등장 등은 카발

레프스키 작품의 기본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민속풍 정서에 바탕을 둔 것이

다. 결과적으로 신고전주의 스타일과 민족주의 스타일, 원시주의 스타일이

55) 레지에로는 가볍고, 민첩함을 말한다.

56) 레지에르시모는 최대한 가볍고 민첩하게 연주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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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혼합되어 있다. 양손의 짜임새(texture)문제나 다른 음형들의 복합이

나 혼합적인 측면에서 난이도 6에 해당된다.

오른손의 상성부음에서 멜로디가 나오고 있으며 왼손은 오른손의 내성

음과 병진행으로 움직이므로 성부간의 밸런스를 학습 할 수 있는 곡이다.

오른손의 상성부는 긴박으로 되어있으며, 왼손과 오른손의 내성음들은 스

타카토로 쳐야하는 어려움이 있다<악보 26>. 이 부분은 무게중심을 오른

손의 멜로디에 가도록 하고 왼손은 가볍게 멜로디를 방해하지 않도록 치는

훈련이 필요하다. 양손이 병진행으로 나오는 부분만 따로 떼어서 레가토로

연습해 보고 멜로디보다 음량을 크게 연습한 후에 멜로디에 맞춰 작게 치

는 연습이 도움이 된다.

<악보 26> ‘스케르초’ 마디 4-7, 상성부 멜로디와 내성부 병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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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진곡 (March)

1) 곡의 특징

<표 19> ‘행진곡’의 구성

형식 Intro(1-4) A(5-28) B(29-36) A′(37-60) Coda(61-66)

조성 Bb Major

박자 2/4

빠르기 Allegro (Tempo di Marcia)

곡의 빠르기에 템포 디 마르시아(Tempo di Marcia)를 사용해 곡의 캐릭

터를 규정하고 있다. 4분의 2박자에 담긴 단순한 리듬패턴은 일정하게 반

복된다. 반면 화성의 변화가 전 곡을 통해 두드러진다. 코드로 되어있는 마

디와 단선율 진행마디가 교대로 나오고 있다. 각각 단선율로 진행하는 오

른손과 왼손의 음정 간격이 상이해 어려움이 있다. 긴 음가에서만 페달로

표시를 해주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스타카토 주법으로 연주하며 액센트

와 테누토 표시가 많이 나와 힘차고 절도 있는 동작을 묘사해 준다. 이 곡

은 다른 곡에 비해 도입부(Introduction)가 길다<악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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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행진곡’ 마디 1-5, 도입부

화성적으로 평이하게 진행되다가 B부분에서 화성이 가장 변화가 심하다

<악보 28>. 페달은 긴 음가에서만 밟도록 표기되어 있고 코다부분에서는

상행하는 음계진행인 부분을 빼고는 레가토 페달을 사용한다.

<악보 28> ‘행진곡’ 마디 29-36, B부분의 화성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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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카발레프스키는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군사적인 것과 연결을

많이 시켰다. 시대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지어 교육용 작품에서 그가 즐겨

차용했던 어법이라고 할 수 있다. ‘행진곡’이라는 제목으로는 신고전이지만

민속춤의 느낌을 많이 주며 선율이나 리듬을 짜는 방식도 민족주의 어법을

따르고 있다. 카발레프스키의 춤 캐릭터 곡들은 모두 즐기기 위한 춤은 아

니고 어떤 목적을 가진 대부분 2박자 시스템의 딱딱하고 절도 있는 분위기

를 가진 경우가 많다. 이 곡은 전체적으로 끊어지는 분위기의 토카타적 느

낌이 많이 나므로 원시주의 스타일의 측면에서도 볼 수 있으며 난이도 6

에 해당된다.

‘행진곡’은 양손이 단선율의 동일한 리듬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유니즌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까다롭다. 모두 레가토로 쳐서 수평적 진행방향을

듣는 연습이 선행되어야 하며, 양손의 간격을 익히고 화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 곡이다. 또 하나의 연습방법은 양손을 같은 크기로 치는 것이 아니

라 왼손을 더 크게 치면서 왼손 진행에 집중해서 연습해 보는 것이다. 또

는 앞선 곡들에서도 언급했지만 왼손은 레가토 오른손은 스타카토로 연습

하며 왼손을 듣는 일이다. 이는 양손이 동일한 리듬으로 진행할 때 다이내

믹의 편차를 두고 쳐보며 청각 인지력을 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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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정적인 작품 (Lyric Piece)

1) 곡의 특징

<표 20> ‘서정적인 작품’의 구성

형식 Intro(1-2) A(1-12) B(13-17) A′(18-27) Coda(28-31) Outro(32-35)

조성 C# 에올리안 (C# Aeolian mode)

박자 4/4

빠르기 Andantino con moto

곡 제목은 ‘서정적인’이지만 구슬픈 감정이 느껴지는 곡이다. 선율의 구

조는 독창자와 반주가 나오는 패턴이 반복되는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 왼

손 반주 패턴은 마치 작은 북 같은 민속 악기의 두들김과 같은 패턴으로

반복적이다. 성악곡처럼 두 마디의 짧은 도입부의 전주 부분으로 시작한다.

긴 프레이즈로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지그재그 패턴의 선율진행을 쓰고

있다<악보 29>.

<악보 29> ‘서정적인 작품’ 마디 4-7, 지그재그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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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분 에서는 오른손 반주에 왼손의 멜로디가 나오고 있다. A′부분에

서는 카발레프스키가 즐겨 쓰는 조성의 변화가 나오는데 F에올리안(18-20

마디) – F#단조(21-23마디)에서 C#에올리안 모드로 바뀌고 있다. 이 작품

집 속 다른 곡에 비해 화성 변화가 덜 까다로운데 이는 호흡이 긴 선율의

모양새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화성적 부담은 줄인 것으로 보인다. 곡의

전체적인 아티큘레이션은 레가토로 연주하며 곡의 마지막에 리테누토

(ritenuto)의 지시어로 더 느려지며 피아니시모로 곡이 끝나고 있다. 노래가

시작되면서 각 마디의 첫 음에 페달링을 하도록 표기 되어있다.

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민요 선율 중에서도 반주 리듬에 실린 독주악기 솔로 분위기를 가진 곡

으로 선율과 리듬이 잘 조화된 곡이다. 독창 노래로도 볼 수 있지만 옥타

브 음정이 자주 등장하고 시퀀스를 이루는 선율 음형이 악기연주에 더 잘

어울리는 패턴을 보여준다. 역시 왼손의 반주는 타악기인 북치는 느낌으로

민속 악기를 연상케 하므로 민족주의 스타일이라 볼 수 있다. 반복적인 리

듬패턴의 울림이 매우 선명하다. 처량하고 압박 받는 설움이 느껴지는 멜

로디인 오른손은 긴 호흡으로 노래하며 음역이 뛰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레

가토로 연주해야 하며, 왼손에서는 페달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음역 간격이

넓고 첫 음은 홑음으로 두 번째 음은 겹음으로 약하게 쳐야하는 밸런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난이도 6에 해당된다.

‘서정적인 작품’은 오른손의 진행보다는 왼손의 진행 간격이 많이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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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베이스 음에서 다음 음으로 훌쩍 뛰는 연습을 따로 해본다. 반주패턴

에서 반복음이 세 번 나오는데 세 번을 똑같이 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음

을 향하여 가는 느낌으로 진행해야 한다. 왼손에서 멜로디가 나오고 오른

손에서 반주패턴이 나오는 B부분에서 두음 슬러 표현을 잘 해주면서 멜로

디보다 커지지 않게 양손 밸런스에 집중해야 한다. 이 곡은 셔머 악보집에

서 표기된 빠르기는 Andante con moto로 되어있고, 상지원 악보집은

Andantino cantabile로 표기되어있다. 낭만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이 곡에서

는 상지원 악보집의 지시어대로 연주하는 것이 이 곡을 표현하기에 효과적

이지만 비교적 호흡이 긴 프레이즈를 쳐지는 느낌 없이 가려면 두 종류의

지시어를 모두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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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초원의 춤 (Meadow Dance)

1) 곡의 특징

<표 21> ‘초원의 춤’의 구성

형식 Intro(1-2) A(3-10) B(11-18) A′(19-26)

조성 C Major

박자 4/4

빠르기 Andantino

‘초원의 춤’은 농가나 농촌에서 추는 춤을 암시하는 제목이다. 리듬은 왼

손에서 오스티나토 주법의 반복 리듬패턴을 사용하고 있고 오른손은 높은

음역에서 단선율로 구성되어 있다. 왼손의 화음 반주는 옥타브 간격으로

멀리 도약하는 반면 오른손 선율은 순차진행이 주류를 이룬다. 양 손 모두

높은음자리에 위치하여 전체적 음향은 높은 음역에 속한다. 17마디는 양손

의 간격이 가장 멀어지면서 이곡의 클라이맥스로 가는 장치라고 볼 수 있

는데 화성의 복잡성 대신 양손의 음역 확장을 클라이맥스에 배치한 점이

두드러진다<악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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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초원의 춤’ 마디 16-20, 클라이맥스

화성은 처음 C장조로 시작하여 B부분에서 A에올리안으로 변화되다가

A′부분에 다시 C장조로 돌아온다. 아티큘레이션은 왼손은 계속해서 스타카

토 주법으로 연주하며 오른손은 레가토 주법으로 연주한다. 멜로디의 프레

이징은 짧은 단위로 반복되고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레가토 페달을 사용

하고 있다.

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양 손 모두 높은 음역에 주로 머물고 왼손의 반주 패턴은 일정하기 때

문에 옛 바로크 시대의 뮤제트나 뮤직박스와 비슷한 음향을 갖는다. 춤은

항상 악기반주에 맞추게 되는데 이 곡에서도 악기적인 것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와 일정하게 반복되는 백파이프 같은 음향을 구사하고 있다. 반

복적인 선율 패턴과 반주 음형 역시 반복적이며 규칙적인 것이 민족주의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왼손 전체에 스타카토 주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페달

사용으로 인한 음향적 측면이 두드러지므로 원시주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는 없다. 이 곡은 왼손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다이내믹이 자연스럽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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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피아노(p)로 연주하도록 되어있고, 오른손은 높은 음

역에서 단선율로 움직이기 때문에 왼손의 코드들이 더 크게 들릴 수 있는

곡이므로 왼손 음형과 양손의 밸런스 문제로 인해 난이도 6에 해당된다.

‘초원의 춤’은 왼손의 반주화음의 간격이 크게 벌어지면서 어렵게 느껴

질 수 있는 곡이다. 왼손의 첫 음은 3화음중 베이스음만 치고 두 번째 음

은 3화음 모두를 치면서 연습하는 방법과 3화음중 두음씩만 잡고 연습을

하면서 이동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행되는

방향성을 익힌 후 페달을 넣어서 연습하도록 한다.



- 99 -

18. 소나티나 (Sonatina)

1) 곡의 특징

<표 22> ‘소나티나’의 구성

형식 A(1-12) B(13-24) A′(25-32) B′(33-39) Coda(40-43)

조성 A 에올리안 (A Aeolian mode)

박자 4/4

빠르기 Allegretto

곡의 형태는 소나티나의 주제 전개 방식인 제1주제 – 제2주제 – 제1

주제 반복 – 제2주제 반복 – 코다(coda)이다. 또한 카발레프스키가 즐겨

쓰는 방식중의 하나인 약박에 왼손 리듬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 곡에서도

왼손의 약박에 코드를 넣어주어 리듬의 역동성을 주는 가운데 오른손에서

짧은 부점의 움직임이 활발하며 생동감을 주고 있다<악보 31>. 왼손은 거

의 대부분 4분 음표로 이루어져 있는 밋밋한 진행이지만 오른손 리듬을 시

종일관 부점처리 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갖는다.

<악보 31> ‘소나티나’ 마디 1-4, 오른손 부점리듬과 약박에 왼손리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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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임새는 오른손의 홑음으로 된 선율들이 나오고 왼손에서는 반주 화음

으로 반복되고 있다. 오른손에 나타나는 주제들은 짧은 선율 패턴과 순차

진행 들로 이루어져 역시 민속적인 캐릭터를 바탕에 깔고 있다. 아티큘레

이션은 스타카토와 레가토의 대비에 군데군데 논 레가토를 배치시키고 있

어서 대비를 이룬다. 다이내믹은 B부분에 수비토 피아노(subito p)가 나오

고 마지막에 피아니시모로 곡이 마무리 된다. 페달은 7마디와 31마디에서

첫 박에만 살짝 밟아주고 있다.

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곡의 제목인 ‘소나티나’로 미루어보아 신고전주의 스타일이지만 왼손 화

성의 타건은 타악기적 주법을 구사해야 한다. 소나타 형태라고는 하지만

제시-발전-재현의 개념보다는 대비되는 1주제와 2주제의 경험을 위한 훈

련의 의도가 더 강하다. 왼손의 반주에 나타나는 스타카토 코드에서 두드

리는 느낌의 원시주의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으며 화성이 복잡해 보이지만

반복음을 사용하므로 움직임을 최대한 줄여서 단순화 시키므로 난이도 5에

해당된다고 본다.

‘소나티나’는 오른손의 짧은 부점 리듬과 왼손의 3화음으로 이루어진 코

드를 스타카토로 짧게 쳐야하므로 양손 모두 손목의 유연함이 필요한 곡이

다. 오른손 멜로디 진행은 부점과 레가토가 섞여서 나오고 왼손은 약박에

서 나오는 음들은 자칫하면 멜로디를 방해할 수도 있게 된다. 무게중심을

멜로디에 두고 왼손은 가뿐한 느낌으로 쳐야한다. 그러나 먼저 왼손의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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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을 충분히 알찬 음량으로 연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셔머 악보

집에는 없지만 상지원 악보집에서는 non legato, cantabile, espressivo를

자세히 표기해 주고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상지원 악보집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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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쟁 춤 (War Dance)

1) 곡의 특징

<표 23> ‘전쟁 춤’의 구성

형식 A(1-8) B(9-14) A′(15-22) Coda(23-26)

조성 F Minor

박자 4/4

빠르기 Allegro energico

두 마디에 걸치는 모티브 리듬이 곡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악

보 32>. 이 곡의 짜임새는 4마디마다 패턴을 달리하는데 첫 번째 패턴은

단선율이 나오다가 코드로 나오는 형태, 두 번째 패턴은 대위법적으로 오

른손의 멜로디가 왼손에서 그대로 모방하며 나오고, 세 번째 패턴은 양손

이 병진행으로 활발하게 춤을 추는 느낌의 패턴이 나오고 있다. 19마디에

이르면 네 마디 이상 지속되는 베이스의 페달 포인트가 등장하고 그 아래

성부에서 타악기적 울림이 들려온다. 이 때 성부들의 짜임새는 가장 복잡

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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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 ‘전쟁 춤’ 마디 1-6, 모티브와 대위법진행

아티큘레이션은 레가토와 스타카토, 테누토, 악센트의 복합적으로 다 나

오고 있으며 다이내믹은 포르테와 피아노가 번갈아 가며 나오고 마지막 코

다에서 오른손은 순차진행으로 올라가며 승자의 느낌의 스포르잔도(sf) 로

표현하고, 왼손에서는 순차진행으로 내려가며 패자의 느낌으로 피아니시모

(pp)로 곡이 끝난다<악보 33>.

<악보 33> ‘전쟁 춤’ 마디 23-26, 승자와 패자의 느낌의 순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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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링은 18마디부터 왼손의 테너음에서 핑거페달(Finger Pedal)로 5마

디 동안 지속하고 있으며 긴 음가에서 살짝 밟도록 페달 표기가 되어있다.

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30곡의 작품 안에서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스타일들이 복합적으로 나타

난다. ‘전쟁 춤’은 난이도 7에 해당되는 곡으로 전쟁에서의 승자와 패자의

느낌을 표현해 주는 캐릭터피스 성격이 강한 작품으로 대위법의 적극적 사

용이라는 측면에서 신고전주의 스타일이 보이고, 멜로디를 구성하는 리듬

의 반복이나 멜로디 패턴에서 민족주의 스타일도 나타나며 마지막으로 왼

손의 타악기적 사운드에서 원시주의 스타일까지 느껴지는 곡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아래에서는 화성적 난이도는 높게 설정하지 않고 있다.

‘전쟁 춤’ 첫마디에 나오는 리듬패턴이 곡 전체에 반복됨으로 그 주제

모티브들만 뽑아서 쳐본다. 양손이 병진행 하는 부분도 레가토로 화성을

들으며 연습해야 하며 왼손에 지속음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지속음 빼고 베

이스의 변화되는 음들과 오른손을 충분히 맞춘 후 지속음을 같이 붙여주면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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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동화 (Fairy Tale)

1) 곡의 특징

<표 24> ‘동화’의 구성

형식 A(1-8) B(9-24) A′(25-32) Coda(33-37)

조성 Eb Major

박자 4/4

빠르기 Andantino cantabile

제목에서처럼 내러티브적인 접근이 가능한 곡이다. 왼손의 반주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오며 각 박자의 첫 음은 순차진행으로 하행한다. 반주의 분

산화음은 러시아 민속악기인 발랄라이카와 같은 현악기의 뜯는 주법을 연

상케 하는 악기적인 특성이 보인다. 오른손의 리듬도 반복음으로 이루어진

일정한 패턴이 곡 전체를 통해 되풀이 되고 있다. 선율은 오른손의 순차

진행하는 멜로디 패턴이 곡이 끝날 때 까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코

다부분에서만 음역을 넓게 쓰고 있다. 화성은 B부분에서 변화를 보이는데

iii도와 Ⅳ도가 번갈아 나오다가 순차적으로 올라가며 화성이 계속 바뀌고

있다<악보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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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동화’ 마디 12-15, 순차진행

짜임새는 양손 모두 홑음으로 진행되며 레가토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특히 반복음들에 붙은 테누토 표시가 두드러진다. 이는 제목과 연관된 이

야기 속의 음절을 강조하는 억양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다이내믹은 이

야기를 풀어가는 목소리처럼 고저 대비와 변화를 갖는다. 페달링은 처음부

터 끝까지 연결페달(legato pedal)을 사용하고 있다.

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민요풍의 언어의 억양을 담은 멜로디 패턴이 반복되고 왼손 반주 부분

에는 전통 악기의 분산화음 패턴이 등장한다. 기본 스타일은 민족주의로

볼 수 있으며 곡의 캐릭터는 성격 소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ABA'의 구성

이나 동화적인 특정 분위기 묘사를 가능케 하는 곡이라는 점에서 그러하

다. 카발레프스키 시대의 러시아 분위기는 과격하고 실험적인 것을 피하여

야 했지만 이 곡은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진행하다가 코다로 가서 음역을

급격하게 넓게 쓰고 있다. 카발레프스키는 정권의 여러 가지 규제에 충실

했지만 이 부분에서 과감함을 풀어놓는 듯하다. 왼손의 화성변화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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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변화가 많으므로 난이도 7에 속한다.

‘동화’는 전형적인 멜로디와 반주 패턴이므로 양손의 밸런스를 잘 맞춰

서 연주해야 한다. 왼손의 분산된 음들을 모음화음으로 연습을 하면 화성

의 진행을 느끼면서 멜로디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된다. 왼손의 화성변화

를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난 후 악보대로 펼쳐서 치는 훈련이 필요하다. 왼

손의 진행이 부담이 없어야 오른손의 긴 호흡의 멜로디 진행을 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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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추격 (The Chase)

1) 곡의 특징

<표 25> ‘추격’의 구성

형식 A(1-8) B(9-16) A′(17-24) B′(25-32) A″(33-40) Coda(41-44)

조성 G 에올리안(G Aeolian mode)

박자 2/2

빠르기 Allegro moderato

A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론도 구성이다. 제목이 ‘추격’인 것과 관련

하여 쫒고 쫒기는 사냥의 광경을 곡의 형태로 상징하고 있다. 리듬은 셋잇

단음표의 반복되는 리듬패턴을 양손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화성은

B부분에서만 변화를 주며 카발레프스키가 즐겨 쓰는 장조와 단조의 교대

가 두드러진다. 선율적인 면에서는 양손이 유니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화

성의 개념이 형성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탓에 B부분에서는 임시표를 자주

사용하여 순차진행 하는 스케일 패턴을 통해 화성을 암시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악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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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5> ‘추격’ 마디 9-13, B부분의 화성변화

짜임새는 양손의 간격이 두 옥타브 간격으로 병진행하는 유니즌 구성이

다. 아티큘레이션은 4분 음가는 모두 스타카토로 처리되고 강조하고픈 음

들에는 테누토와 액센트 표시가 사용된다. 프레이즈는 8마디 단위로 되어

있으며 프레이즈 시작마다 A - mf, B - f, A′- p, B′- mf, A″- f,

Coda - piu f로 다이내믹을 달리 표현해주는 특징이 보인다. 이 곡은 빠른

템포의 진행으로 페달 없이 연주한다.

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사냥 현장에서의 ‘추격’의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 캐릭터 피스의 신고

전주의와 토카타 느낌의 타악기적 스타일이 혼합되어있다. 이 작품집 속에

자주 나타나는 규칙적인 움직임의 스타카토 4분 음가는 매우 엄격하고 절

제 있는 동작들을 연상시킨다. 이 곡에서는 재빨리 움직이는 3연음부 음형

이 이 같은 딱딱한 분위기를 상쇄시키고 있다. 3연음부들로 인해 전체적으

로 리듬이 빠르며 다이내믹 변화가 많고 낯선 화성들의 출현으로 난이도 6

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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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은 유니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슬러, 스타카토, 테누토, 셈여림 등

이 모두 복합적으로 나오며 레가토와 스타카토가 대조적이거나 포르테 피

아노의 셈여림이 대조적인 구조이므로 다양한 연습을 할 수 있는 곡이다.

유니즌으로 양손이 한음처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한번은 오른

손을 크게 진행시키고, 한번은 왼손을 크게 진행시켜서 양손의 밸런스를

맞춰가며 천천히 충분한 연습을 하고 난후 속도를 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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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어떤 이야기 (A Tale)

1) 곡의 특징

<표 26> ‘어떤 이야기’의 구성

형식 A(1-24) B(25-38) A’(39-50) Coda(51-54)

조성 F# 에올리안 (F# Aeolian mode)

박자 2/4

빠르기 Andantino

내러티브적인 상상력을 담을 수 있는 곡으로 리듬은 반복패턴이며 왼손

의 반주패턴이 타악기적 느낌의 오스티나토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때

리듬은 같지만 음높이는 온음이나 반음 위로 옮겨가며 진행시킨다. 화성은

A는 F#단조 B는 A장조로 변화를 주고 있으며 B부분에서는 10마디 동안

3도 간격의 아래 성부를 만들어 다성 구조로 전개된다. 짜임새는 A부분은

러시아 전통악기인 발랄라이카나 구슬리에 맞춰 오른손의 멜로디가 나오다

가 B부분에서는 악기 없이 두 성부의 목소리로만 부르고 A′부분에서 다

시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것 같은 짜임새를 가진다. 선율음형은 순차진행

의 구슬픈 억양을 가진다. B부분은 대체로 순차진행이지만 한번씩 7도 음

정으로 뛰었다가 다시 순차진행으로 내려오며 B부분의 으뜸음인 라(A)음

까지 상승하면서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36마디에서

양손의 아티큘레이션이 달라지고 있다<악보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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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 ‘어떤 이야기’ 마디 33-36, 클라이맥스

프레이즈는 짧은 프레이즈와 긴 프레이즈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고 다이

내믹은 클라이맥스에 가장 큰 ff로 고조되었다가 곡이 끝나는 마지막 마디

는 ppp로 극적인 다이내믹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페달은 ped. simile의

지시어로 A부분에서만 똑같이 사용하고 B부분은 secco57), A′는 ped.

simile의 지시어가 다시 나오고 있다.

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낭만적인 성격소품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있는 곡이기에 신고전주의 스

타일이라 볼 수 있고, 노래나 춤을 반주할 때의 타악기적인 느낌의 반복

적인 리듬패턴이 나오는데 이 곡에서도 같은 형식의 반주패턴이 보이는 민

족주의 어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러시아의 민요는 항상 그 당시의 분위기

나 상황들을 담았기 때문에 이 곡에서도 러시아의 어두운 분위기를 화음이

나 선율로 나타내 주는 전형적인 민속 어법이 두드러진다. 이 곡은 슬러와

57) 세코는 메마른, 건조한, 장식없이 연주하라는 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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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의 밸런스를 잘 구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난이도 7에 해당된

다.

‘어떤 이야기’는 아티큘레이션 세분화 되어있는 상태에서 프레이징을 생

각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초기 연습에서는 슬러들을 의식하지

말고 먼저 정확한 리듬과 소리 위주로 연습 후 아티큘레이션을 첨가하는

시퀀싱이 필요하다. 천천히 치면서 슬러를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훈련해야

하는데 양손이 다르게 움직이는 슬러부분도 따로 연습을 하고 난후 양손을

맞추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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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눈보라 (Snow Storm)

1) 곡의 특징

<표 27> ‘눈보라’의 구성

형식 A(1-20) B(21-76) A′(77-96) Coda(97-104)

조성 G 에올리안(G Aeolian mode)

박자 2/4

빠르기 Presto

곡 전체가 단순한 모티브의 반복으로 구성되어있다. 건반의 여러 위치들

로 빠르게 옮겨 다니면서 끊임없이 몰아치는 ‘눈보라’를 묘사하고 있다. 리

듬은 순차진행으로 구성된 왼손의 3개의 음(3note slur)과 4도 도약으로 이

루어진 오른손의 2개의 음(2note slur)이 똑같은 리듬패턴으로 곡 전체에

흐르고 있다. 화성은 B부분에서 여러 음들로 돌아다니면서 변화가 가장 많

이 보이지만 순차진행으로 장조와 단조를 옮겨 다니고 있다. 짜임새는 오

른손은 하행하고 왼손은 상행하며 양손 모두 홑음으로 진행된다. 프레이즈

는 4마디 단위로 진행되다가 B부분의 중간부분인 37마디부터는 2마디 단

위로 짧아지고 하행하고 있다<악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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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 ‘눈보라’ 마디 40-49

다이내믹 표현은 포르테(f ) –크레센도 – 데크레센도 – 디미누엔도

(dim.) - 피아노(p) - 크레센도 – 크레센도 몰토(cresc.molto) - 포르티시

모(ff) - 디미누엔도(dim.) - 포르테(f ) - 수비토 피아노(p subito) - 수비

토 포르테(f subito) - 피아노(p) - 포르테(f ) - 피아니시모(pp) - 피아노

시시모(ppp)로 변화가 매우 많은 곡이다. 페달은 프레스토(Presto)의 빠른

움직임이므로 페달 없이 연주 한다.

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빠른 템포와 규칙적인 움직임의 음형이 바로크시대 토카타를 연상케 한

다.58) 눈보라치는 광경을 묘사한 캐릭터 피스적인 신고전주의 스타일도 곡

의 성격에 포함된다. 이 곡은 이어지는 선율의 개념이 없이 화성과 다이내

믹에 집중해서 연습할 수 있는 곡으로 화성의 변화가 많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과 위치이동에 대한 순발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난이

도 7에 해당된다. 이 작품집에서 두 번 째로 많은 마디 수를 가진 만큼 곡

58) 오희숙. 『20세기 음악 1: 역사·미학』. (서울: 심설당, 2004),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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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길게 끌고 가는 지구력도 요구된다. 다른 요소보다 화성의 변화에 귀를

집중해서 진행시켜 나가야한다.

양손이 모두 슬러로 구성되어 있지만 104마디의 긴 시간동안 빠르게 움

직여야 하므로 리듬이 흔들리거나 슬러의 표현이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난 후 템포를 내야 하는 곡이다. 이 곡은 왼손은 첫음

만 치고 오른손은 그대로 치면서 화성진행의 움직임을 건반에서 확인해 보

는 연습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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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F장조 연습곡 (Etude in the F Major)

1) 곡의 특징

<표 28> ‘F장조 연습곡’의 구성

형식 A(1-14) B(15-37) A′(38-45) Coda(46-47)

조성 F Major

박자 4/4

빠르기 Allegro marcato

셋잇단음표 리듬으로 흘러가는 음형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선율은 낭

만적으로 느껴질 만큼 유연하게 흘러가고 있다. 19세기 많이 나왔던 손가

락의 원활한 움직임과 민첩함에 기본을 둔 에튀드와 흡사한 유형으로 리듬

의 반복성에 화성 변화를 많이 주고 있으며 양손의 조가 다른 느낌을 주는

다조성(polytonality)이 존재한다. B부분은 D에올리안 선법으로 시작하는데

22-24마디에서는 AM - DM – Cm – Dm의 아르페지오 음형이 나온다

<악보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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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 ‘F장조 연습곡’ 마디 22-24

이렇게 B부분은 마디마다 장조와 단조를 번갈아 가며 화성 변화를 주고

있다. 곡의 짜임새는 A부분은 한손은 아르페지오진행, 다른 손은 순차진행

으로 양손이 따로 움직이는 폴리포니(polyphony)의 구성과 B부분은 유니

즌으로 진행되는 짜임새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낭만시대에서 찾아보기 힘

든 것으로 현대성이 느껴진다. 아티큘레이션은 슬러와 스타카토가 주를 이

루며, 슬러의 첫음과 마지막 음을 같은 음으로 처리하면서 복잡성을 피하

고 있다. 곡의 전체적인 다이내믹은 포르테로 흘러가지만 B부분이 시작되

는 부분에서만 피아노로 연주하도록 표기되어 있다. 페달은 첫 박에만 짧

게 밟아 준다.

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에튀드라는 제목이 암시하는 신고전주의 스타일적 곡이다. A부분에서

오른손은 도약진행 왼손은 순차진행을 병치하여 매우 현대적인 느낌의 연

습곡을 구성했다. 양손이 같은 리듬으로 흘러갈 때 왼손의 선율 음역을 잘

듣지 않게 되는 경향을 해결하기 위해 연습 시에는 왼손 다이내믹을 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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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만들어 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곡 전체적인 분위기는 낭만적인 느낌

의 부드럽게 흘러가는 진행이지만 빠른 템포로 양손이 다르게 진행되어 어

려움이 있을 수 있는 곡이므로 난이도 7에 해당된다.

‘F장조 연습곡’은 내려오는 그룹과 올라가는 그룹의 음들을 나누어서 연

습한 후 프레이즈대로 연습하는 훈련이 필요한 곡이다. 한손은 순차진행,

다른 한 손은 아르페지오 진행으로 다르게 움직이므로 따로 떼어서 연습하

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논 레가토나 부점 연습을 병행하여서 모든 음이

고르게 진행되도록 충분한 연습을 필요로 하는 곡이다. 셔머 악보집에는

페달 표시가 되어있지만 상지원 악보집에는 페달 표시가 마지막 두 마디의

긴 음가에만 표시되어 있다.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 원하는 방법대로 선택

하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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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작은 이야기 (Novelette)

1) 곡의 특징

<표 29> ‘작은 이야기’의 구성

형식 A(1-20) A′(21-47) Coda(48-58)

조성 D에올리안(D Aeolian mode)

박자 6/8

빠르기 Molto sostenuto

짧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분위기의 곡으로 내러티브적인 내용을 펼치고

있다. 왼손의 반주패턴이 곡 전체에 반복적으로 흐르고 있으며 민속악기가

반주하는 느낌의 민속춤을 연상케 하는 곡이다. 선율은 3도 겹음으로 흐르

는 전형적인 러시아 민요풍의 멜로디이며 화성은 A′부분의 24마디부터

왼손의 첫 음은 반음씩 상행하고 오른손은 화성이 계속 바뀌면서 불협화를

조성한다<악보 39>. 이는 서로 관련 없는 다른 선법들이 동시에 진행하기

도 하는 민속음악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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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9> ‘작은 이야기’ 마디 24-28, 왼손의 반음씩 상행하는 진행

짜임새는 A부분은 민요에서 즐겨 쓰는 5도 음정을 옥타브 간격으로 움

직이고 있고, A′부분에서는 옥타브와 6도 음정으로 음역을 넓게 쓰고 있

으며 양손 모두 겹음 진행의 짜임새를 보인다. 아티큘레이션은 전체적으로

레가토이며 다이내믹은 피아니시모로 시작하여 중간에 클라이맥스로 향하

면서 포르티시모로 진행했다가 마지막에 피아니시시모(ppp)로 곡이 끝난

다. 페달은 곡 전체에 연결 페달을 하도록 되어있다.

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러시아 민요의 춤곡은 피아노나 뜯는 현악기의 구슬리(Gusli)반주에 맞춰

노래를 편곡하는 방식으로 구슬리로 반주할 때 사용했던 스타일로 노래를

쓰게 되는데 멜로디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슬리의 연주방식의 느낌을 가

지고 있다.59) 이 곡에서도 구슬리 반주에 맞춰 오른손의 노래가 흐르는 형

태의 민족주의 스타일과 캐릭터 피스적인 신고전주의 스타일에 속하는 곡이

59) Gerld Seaman, “Russian Folk Song in the Eighteenth Century.”

『Music&Letters』, Vol.40 No.3, (Oxford: Oxford Journals, July,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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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성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리듬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교수학

적 배려가 보이며 난이도 4에 해당되는 화성변화에 집중할 수 있는 곡이다.

구슬리(Gusli)

‘작은 이야기’는 왼손의 도약이 넓은 반주패턴이므로 왼손만 충분한 연

습을 한 후에 오른손 멜로디를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오른손은 겹

음으로 진행되지만 초기 연습 때는 왼손과 오른손의 상성부음만 가지고 연

습하는 것이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6박자 안에서

의 당김음 리듬의 패턴이 반복되므로 이곡을 통하여 리듬을 익히기에 효과

적인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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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A장조 연습곡(Etude in A Major)

1) 곡의 특징

<표 30> ‘A장조 연습곡’의 구성

형식 A(1-18) B(19-79) A′(80-91) Coda(92-105)

조성 A Major

박자 2/4

빠르기 Allegro

카발레프스키는 Op.27 작품집에서 에튀드라는 제목으로 세 곡을 썼는데

이 곡이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에튀드 작품이며 30곡 중에 가장 긴 곡이기

도 하다. 리듬은 양손이 같이 움직이면서 행진하는 느낌의 리드미컬 하며,

화성의 변화는 B부분에 F#단조로 변화를 주고 55마디부터 한마디 단위로

동형진행하며 E minor – F Major – G Major – A minor로 화성의 변

화를 주고 있다.

앞에 나왔던 24번의 에튀드 작품과 비슷한 음형들로 구성된 이 작품은

오른손은 순차진행으로 왼손은 아르페지오 진행으로 호모포니

(Homophony) 형태를 가지며 중간 중간 유니즌으로 진행하는 짜임새를 보

이고 있다. 리듬 패턴에도 부점을 첨가해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레벨이 올

라가면서 한 곡 안에서 아티큘레이션을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이 곡에서도

레가토, 스타카토, 액센트들이 골고루 나오고 있다. 다이내믹은 포르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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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B부분에 수비토 피아노로 연주하다가 클라이맥스에서 포르티시

모까지 진행되고 마지막에는 피아노로 곡을 끝마친다. 빠른 움직임에서 잠

깐씩 나오는 페달링에도 집중을 해야 하는 곡이다.

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음형을 익히는데 있어서 반복훈련을 강화시키려는 교육적 의도가 담겨

있는 곡으로 양손의 리듬이 같이 진행되는 패턴이 많지만 오른손은 멜로디

가 나오고 왼손은 화성을 풀어놓은 형태의 빠른 진행을 해야 하는 어려움

으로 난이도 6에 해당된다.

제목에서 오는 신고전주의 스타일과 반복이 많은 민족주의 스타일과 전

반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분위기와 더불어 마디37부터 나타나는 액

센트 붙은 4분 음표들의 행렬은 타악기적인 터치와 음향을 요구하기 때문

에 원시주의 스타일도 보인다. 이 작품집 속에서도 레벨이 올라갈수록 스

타일들이 복합적으로 섞이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A장조 연습곡’은 양손의 아티큘레이션이 다르게 진행되는 B 부분의 레

가토로 된 왼손을 들으며 연습한다. 악센트 붙은 순차 진행하는 왼손의 4

분 음가들도 선율적으로 이어서 연습해 본다. 작품집에서 가장 긴 105마디

로 된 곡이므로 그룹을 나누거나 공통된 음형들만 모아서 연습한 후 전체

를 연결해 보는 방식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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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춤곡 (Dance)

1) 곡의 특징

<표 31> ‘춤곡’의 구성

형식 A(1-8) B(9-16) A′(17-24) C(25-38) A″(39-54) Coda(55-56)

조성 D Minor

박자 2/4

빠르기 Moderato scherzando

춤곡의 캐릭터가 A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론도 구성에 담겨있는 곡

이다. 리듬은 실험적이지 않고 반복패턴을 많이 쓰고 있다. 화성은 B부분

에서 변화를 주고 있으며 양손이 번갈아 가며 상행과 하행진행을 반복하고

있다. 카발레프스키는 전반적으로 리듬 면에서 가장 보수적인 스타일을 고

수한다. 선율 음형도 매우 온건한 진행을 보인다. 화성은 그가 거의 유일하

게 실험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멜로디 라인이 겹음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

징적으로 보이며 곡의 짜임새는 오른손 겹음의 순차진행이 많으며 양손의

간격이 좁게 진행된다. 오른손 겹음에 비해 왼손은 홑음으로 진행되는데

나오는 위치들이 바뀌기 때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악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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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 ‘춤곡’ 마디 1-4

곡 전체가 스타카토 아티큘레이션을 쓰고 있으며 Op.27작품집 중에서

빠르기 변화를 지시어로 표기해준 유일한 곡으로 처음에는 모테라토로 시

작하지만 B부분에 비바체로 빨라졌다가 A′부분에서 다시 원래 템포로 돌

아오면서 잦은 템포 변화를 주고 있다. 20마디부터 비바체로 가기위해 아

첼레란도가 나오면서 호흡이 빨라지지만 왼손의 반복패턴으로 부담을 줄여

주고 있다<악보 41>. 이 곡은 페달 없이 연주한다.

<악보 41> ‘춤곡’ 마디 20-24, 왼손의 반복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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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러시아 춤곡에서 사용된 리듬패턴이다<악보 42>.

<악보 42> 러시아 춤곡 리듬패턴60)

러시아 춤곡에 사용되었던 리듬패턴이 ‘춤곡’ 25마디부터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악보43>.

<악보 43> ‘춤곡’ 마디 25-30, 러시아 춤곡 리듬패턴 사용

60) Volodymyr Hoshovsky, “Folk Music,”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19, (London: Macmillan Publisher Limited, 19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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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춤곡’은 탄력 있는 손목스타카토 연습하기에 좋은 작품이며 방향성을

인식하며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인 곡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에튀드

느낌이 드는 신고전주의 스타일도 보이고, 폴카와 같은 민속춤의 속성을

피아노에서 연주하기 위해 타악기적으로 처리한 원시주의 스타일과 러시아

의 민속춤의 재료를 쓴 민족주의 스타일까지 모든 스타일들이 포함되어 있

는 곡이다. 한곡 안에서 리타르단도가 두 번 나오면서 잦은 템포 변화를

해야 하는 난이도 7에 해당되는 곡이다.

‘춤곡’은 멜로디가 겹음 진행이므로 상성부음만 치면서 왼손에 맞추어서

천천히 연습을 해야 한다. 양손이 같이 나오는 부분만 같이 뽑아서 화성을

듣는 훈련도 같이 해주며 전체가 스타카토 구성이지만 레가토로 연결해서

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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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기상곡 (Caprice)

1) 곡의 특징

<표 32> ‘기상곡’의 구성

형식 A(1-16) B(17-32) A′(33-50) A″(51-66) Coda(67-71)

조성 E믹소리디안(E Mixolydian)

박자 2/4

빠르기 Andantino

리듬은 일률적인 리듬패턴으로 진행되며 교육적인 목적으로 부담을 최

소화시키기 위하여 멜로디는 유니즌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성은 구조에 따

라 A는 E 믹소리디안, B는 C#단조, A′는 C# 믹소리디안, A″는 E 믹소

리디안의 다른 화성변화를 주고 있다. 짜임새는 홑음의 순차진행들이 유니

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번과 5번 손가락이 교대로 페달역할을 한다. 이

곡의 짜임새의 가장 큰 특징은 페달 포인트 위의 스타카토 음형이다. 아티

큘레이션은 전체가 스타카토이며 이때 가벼운 스타카토 주법으로 연주를

해야 하는 곡이다. 4마디 프레이즈와 2마디 프레이즈가 반복되며 이는 핑

거페달 장치로 알 수 있다. 다이내믹은 p로 시작하지만 51마디부터는 A부

분이 다시 나오면서 한 옥타브 올라가서 연주함과 동시에 다이내믹도 ff로

변화를 주고 있다. f가 나오는 25마디부터 4마디 동안은 포르테로 무게를

담아 연주할 때 자주 옮겨 다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쉼표를 사용하고 있다. 페달링은 핑거페달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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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손가락 중 1번과 5번을 옮겨 다니며 무게 분배를 연습하기에 좋은 곡이

지만 무게 중심과 밸런스가 어려우므로 난이도 7에 해당된다. 전체가 스타

카토로 되어있어서 수평 진행적 느낌이 약하기 때문에 레가토 연습이 꼭

필요한 곡이다. 레가토로 치면 민속선율의 흐름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전체

가 스타카토 주법인 원시주의 스타일과 제목에서와 같이 19세기의 많은 작

곡가들이 재밌고 변덕스러운 작은 기악곡에 붙여진 명칭인 카프리치오소

같은 설정으로 신고전주의 스타일과 마지막으로 멜로디가 흘러가는 것이

민속적이며 반복적이므로 민족주의 스타일이 포함된 곡이다. 페달 포인트

로 유지해야하는 긴 음가들은 마치 민속악기의 지속 저음과 같은 느낌을

준다. 지속음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스타카토 음형들만 먼저 연습

한 후 긴 음가의 지속음을 첨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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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기병대의 노래 (Song on the Cavalry)

1) 곡의 특징

<표 33> ‘기병대의 노래’의 구성

형식 A(1-20) Bridge(21-23) B(24-43) A′(44-63)

조성 Bb Minor

박자 2/4

빠르기 Allegro molto

이 곡은 새로운 구조가 시작되기 전에 두 마디의 짧은 전주가 포함된다

<악보 44>.

<악보 44> ‘기병대의 노래’ 마디 1-5, 2마디의 전주

리듬은 8분음표와 4분음표와 부점 리듬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멜로디

부분의 선율은 순차진행이 많다. 짜임새는 A부분은 왼손의 멜로디 선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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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선율로 나오고 오른손은 반주느낌의 코드진행으로 구성되며 B부분은 반

대로 왼손이 반주, 오른손이 멜로디 선율이 나오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B

부분에서 세 파트가 같이 부르는 합창 형태로 오른손은 두 파트로 나누어

서 멜로디 파트와 화성을 담당하는 파트로 나눌 수 있으며 화성변화도 많

이 나타난다. 가장 아래 성부인 왼손은 대부분 5도 간격으로 홑음의 반복

패턴이 진행되고 있다<악보 45>.

<악보 45> ‘기병대의 노래’ 마디26-30, 왼손의 5도 간격의 반복패턴

전반적으로 스타카토 주법이며, 액센트와 테누토, 두음과 세음 슬러들이

나오고 있다. 다이내믹은 전주의 2마디는 모두 f로 연주하며 두 마디 후 바

로 왼손은 mf로 오른손은 p sub.로 다이내믹을 빠르게 변화시켜 주어야 한

다. 마지막은 ff로 끝난다. 페달은 악보의 표기대로 센자 페달레(senza

pedale)61)로 연주한다.

61) senza pedale은 페달을 쓰지 않고 연주하라는 것이다.



- 133 -

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군가’나 ‘행진곡’은 러시아 민요의 장르 중의 하나로 러시아 군대의 용맹

함이나 러시아 장군들의 다양한 업적을 찬양하는 리드미컬한 노래들이었

다.62) 전투적 이미지의 행진곡 느낌의 곡이므로 민족주의 스타일 안에 토

카타적인 원시주의 스타일도 들어있다. 기동력이 필요한 곡이므로 난이도

7로 본다.

‘기병대의 노래’는 오른손의 3화음이 약박에서 약하게 나와야 하는 음들

인데 양손을 같이 치게 되면 밸런스 맞추기가 어려운 곡이다. 밸런스를 위

해서는 우선 양손을 모두 큰 소리로 쳐보고, 한번은 오른손 한번은 왼손에

무게중심을 주어서 크게 쳐보는 훈련이 효과적이다. 강박을 담당하는 왼손

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리듬의 안정성과 선율 반주의 균형을 이루기에 좋

을 것이다. 오른손의 3화음 진행만 레가토로 긴 음가로 쳐보면서 화성의

변화를 귀로 듣는다.

62) Gerld Seaman, “Russian Folk Song in the Eighteenth Century.”

『Music&Letters』, Vol.40 No.3, (Oxford: Oxford Journals, July,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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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극적인 순간 (A Dramatic Event)

1) 곡의 특징

<표 34> ‘극적인 순간’의 구성

형식 A(1-33) B(34-48) A′(49-66) Coda(67-73)

조성 F Minor

박자 2/4

빠르기 Grave

첫마디에 나오는 짧은 모티브는 대위법적인 모방으로 진행되고, 둘째 단

에서는 양손이 동시에 호모포닉 하게 내려오고 있다. 리듬은 동일한 리듬

패턴으로 반복되며 A와B의 대조로 극적인 순간을 묘사하는 내러티브적인

측면이 있는 곡이다. B부분은 두꺼운 화성적 짜임새를 보이지만 베이스음

과 소프라노음의 반음계 진행과 유니즌 진행으로 복잡성을 최소화 하고 있

으며 장조와 단조의 조성의 변화를 주면서 2분음표로 구성된 코드의 화성

은 도미넌트 7화음으로 공통화음을 쓰고 있다<악보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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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6> ‘극적인 순간’ 마디 36-45, 도미넌트 7화음 사용

특히 A와 대조가 되도록 음역을 넓게 쓰며 레가토 페달로 페달을 풍부

하게 사용하므로 사운드를 증가 시켜 확실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A는 수

평으로 진행되는 선율진행의 짜임새를 보이고 B는 수직으로 진행되는 화

성진행의 짜임새를 가진다. 아티큘레이션은 A부분에서 첫 음의 쉼표대신

붙임줄을 사용하므로 음이 끊어지지 않고 레가토로 흘러가도록 표현하고

있으며 B부분에서는 핑거 페달 장치로 화성진행이 계속해서 울리도록 하

고 있다. 포르티시모와 피아노시모의 다이내믹으로 극적인 순간을 잘 표현

하고 있는 곡이다. 페달링은 B부분과 끝나는 마지막 3마디에서만 페달을

밟도록 한다.



- 136 -

2) 스타일 해석 및 교수학적 제언

오른손 성부를 왼손이 모방하며 나오는 기법이 대위법적 처리라고 할

수 있으니 신바로크 혹은 신고전적 스타일을 담고 있다. 카발레프스키는

모방 기법을 사용할 때 한손은 쉬고, 양손이 같이 움직일 때는 같은 화음

으로 움직이는 호모포닉 처리로 교육적인 배려들을 보이고 있다. 리듬이

반복적으로 흐르며 러시아 민요 중 중요한 행사의 행진할 때 사용되는 멜

로디 패턴으로 민족주의 스타일도 함께 포함시킬 수 있다. 32분음표의 짧

은 음가를 정확한 리듬으로 표현하는 등 여러 요인으로 난이도 7에 해당

된다고 본다. 단선율 부점리듬의 정확성을 위해 짧은 음가와 긴 음가만 뽑

아서 연습해 본다. 가볍게 움직이다가 중간 부분 넓은 음역의 수직 화성으

로 포지션이 변할 때 팔의 무게를 충분히 떨어뜨리며 자세를 바꾸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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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30개 작품 스타일 요약

앞 장에서 <어린이를 위한 30개 소품 Op.27> 각 곡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30개의 곡에 분포되어 있는 스타일의 특징을 통해 나타나는 카발

레프스키의 작곡어법을 정리 요약하여 작품집의 총체적인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카발레프스키가 리듬, 선율, 화성, 짜임새, 음역, 아티큘레이

션, 다이내믹, 페달링 및 이들 요소의 상호관련성을 다루는 방식은 그대로

스타일적 특징을 조성한다. 이는 역으로 카발레프스키가 음악의 제반 요소

들을 스타일 조형을 위한 방법적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뜻이다. 기본 음악

어법(idiom)및 기타 표현적인 요소들의 결합으로부터 스타일의 성격이 만

들어지므로 작곡어법과 스타일의 특징은 상호 포괄적이라 하겠다.

수록곡의 전반적인 흐름은 민족주의적인 스타일이 지배적인 가운데 신

고전과 원시주의의 경향이 필요한 부분에 첨가 및 혼합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의 ‘신고전’은 문자 그대로 고전시대 장르의 20세기적

적용이라는 사전적 의미로부터 좀 더 확장하여 19세기 낭만 스타일의 카발

레프스키 방식의 재활용이라는 개념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원시주의는 바르

톡이 1911년 <알레그로 바르바로>에 사용한 두들기는 거친 사운드로 상징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경향이 되어서 피아노가 선율과 화성만 구사하는 것

이 아니라 타악기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악기로 새롭게 인식된 바 있

다. 이들 세 가지 주요 경향은 Op.27작품집 속에서 매우 온건한 형태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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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고 있는데 이는 카발레프스키가 살며 활동했던 당시 소련의 제재가 심

했던 정치 사회적 정황과 무관할 수 없는 동시에 그의 교육적인 의도와 배

려가 세심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1) 민족주의적 특징

민족주의 스타일의 특징들은 선율적, 리듬적, 음계 및 화성적, 악기적인

요소들에 적용되고 있었다. 선율적인 요소로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난다.

첫째, 민속노래 선율의 특성대로 순차진행이 많고 반복이 많으며 4도와

5도의 넓지 않은 음역 사이를 오가는 경우가 많았다. 예외적으로 8번 ‘자장

가’의 경우 선율에서 순차진행이 아닌 도약 음정을 사용하기도 한다.

둘째, 왼손에 선율을 배치하는 경우도 자주 나오는데 2번 ‘작은 노래’는

두 개의 그룹이 교대로 노래를 부르는 민요 종류의 방식에 따른 오른손과

왼손에 선율이 교대로 등장한다. 8번 ‘자장가’와 16번 ‘서정적인 작품’에서

도 오른손에서 나왔던 멜로디 그대로 왼손에서 짧게 나오고 있다.

셋째, 단선율로 진행하다 겹음으로 변하는 경우이다. 11번 ‘론도’에서 잘

나타나는데 단선율과 겹음의 진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민요에서 노래하

던 방식의 차용이다.

넷째, 민속악기들의 앙상블을 연상시키는 짜임새로 선율은 상성부에 두

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7번 ‘옛 춤곡’은 겹음 위에 꾸밈음을 붙여 악기

적인 요소를 강하게 주고 있는 곡이다. 25번 ‘작은 이야기’에서도 짜임새나

리듬 및 양손의 관계에서 몇 개의 파트로 이루어진 민속악기 앙상블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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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연상할 수 있다.

다섯째, 전체가 스타카토로 되어있는 곡들, 즉 타악기적 개념으로 진행

되는 곡들에서도 레가토로 연습하면 민요적 선율성이 강하게 느껴진다. 예

를 들면 28번 ‘기상곡’의 경우이다. 유니즌의 구성으로 스타카토로 되어있

지만 진행을 레가토로 바꾸어보면 민속선율의 흐름을 들을 수 있다.

여섯째, 주로 이야기나 민담을 소재로 한 곡들의 경우 멜로디 호흡이 길

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6번 ‘서정적인 작품’에서 압박받는 설움이

스며있는 것 같은 정서를 긴 호흡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20번 ‘동화’나 25

번 ‘작은 이야기’ 같은 곡에서는 말하는 음절이나 억양을 구현하는 기호로

테누토를 사용하여 이야기적 분위기를 선율에 삽입하고 있다.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리듬적인 요소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

첫째, 프레이즈가 끝날 때 긴 음가를 사용하여 화성적 요소와 함께 프레

이즈 구분을 해준다.

둘째, 리듬 배치에 있어서 강박보다는 약박에서 코드나 음이 등장하는

특징을 흔히 보여준다.

셋째, 리듬패턴이 뚜렷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리듬 요소가

곡에서 수행하는 역할 비중이 두드러지는 곡이 많다. 16번 ‘서정적인 작품’

과 17번 ‘초원의 춤’에 나타나는 왼손의 선명한 반주패턴은 민속 타악기 반

주를 강하게 연상시킨다.

넷째, 오른손의 선율을 반주하는 왼손의 리듬은 대개 느린 음가이다. 예

를 들면 2번 ‘작은 노래’ 와 4번 ‘강 위의 밤’, 6번 ‘슬픈 이야기’ 같은 곡이

그러하다. 예외적으로 8번 ‘자장가’와 20번 ‘동화’의 경우는 선율보다 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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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이 빠르게 나타나며 뜯는 현악기를 연상케 하는 곡이다.

다섯 째, 민속풍이 두드러지는 곡들의 왼손 반주 리듬은 전곡을 통해 일

관되거나 약간의 변화만 허용하고 반복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음계 및 화성적인 요소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요에 자주 나타나는 선법을 즐겨 사용한다. 이에 해당되는 곡들

은 8번 ‘자장가’, 11번 ‘론도’, 12번 ‘작은 토카타’, 16번 ‘서정적인 작품’, 18

번 ‘소나티나’, 21번 ‘추격’, 22번 ‘어떤 이야기’, 23번 ‘눈보라’, 25번 ‘소설’,

28번 ‘기상곡’ 등이다.

둘째, 반주 음정에서도 5도의 잦은 사용이 나오는데, 3번 ‘A단조 연습곡’

은 첫 박에서 5도 화성들이 나타나고, 4번 ‘강 위의 밤’은 왼손의 5도 음정

이 자주 나오며 마지막 코드도 5도 화성으로 끝난다. 7번 ‘옛 춤곡’ 등에서

찾을 수 있다. 5도는 민속 화성에서 즐겨 쓰이는 음정이다.

셋째, 유니즌 관계를 자주 쓰는 것도 민속노래나 악기 연주의 특징인 헤

테로포니(heterophony)63)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거의 모든 곡 안에서 발견되는 비화성음이나 불협화음도 작곡가의

20세기적 발상에서 연유한 것과 함께 이질적인 음계나 선법이 함께 진행하

는 민속적인 화성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63) 헤테로포니는 2개 이상의 파트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선율을 거의 동시에 연주

할 경우, 어떤 성부가 변형이나 장식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원선율로부터 떠나

는 때가 있는데 그 때 생기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헤테로포니라 한다. 이 경우

본질적으로는 동일 선율을 연주하는 것이지만 각 성부는 다른 성부에 간섭됨이

없이 저마다 독자적으로 진행하며, 더욱이 폴리포니와는 달리 협화음에 대한

고려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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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악기적인 요소들의 특징들이다.

첫째, 저음 지속 악기인 백파이프의 특징으로 지속음 베이스가 자주 사용된

다. 7번 옛 춤곡, 28번 기상곡, 30번 극적인 순간 등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악기에서 사용되는 포르타토 주법이나 꾸밈음으로 나타내기도 하

고, 악기를 통해 다양한 음색이나 음향효과를 상상할 수 있게 된다. 7번 옛

춤곡이나 17번 초원의 춤, 19번 전쟁 춤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발랄라이카 주법을 연상케 하는 왼손의 분산화음 패턴이다. 예를 들

면 20번 ‘동화’는 왼손 반주부분 패턴이 곡 전체에 분산화음으로 진행된다.

넷째, 구슬리의 사용을 연상케 하는 작품들이 있다. 러시아 민요에는 구

슬리로 반주할 때 사용했던 스타일로 노래를 썼던 곡들이 있는데 이때 멜

로디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구슬리의 코드를 오가는 독특한 연주 방식의

느낌을 가지고 있게 된다. 25번 ‘작은 이야기’에서 왼손의 반주패턴이 구슬

리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형태라고 보여 진다.

다섯째, 타악기적인 반주 패턴을 가진 곡들은 16번 ‘서정적인 작품’에서

북치는 느낌의 왼손 반주패턴이 반복적으로 흐르고 있고 17번 ‘초원의 춤’

은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도 동일한 개념이다.

여섯째, 악기 앙상블을 연상케 하는 작품은 7번 ‘옛 춤곡’이다. 민속악기

인 발랄라이카와 백파이프, 북의 앙상블을 연상시키고 있다.

2) 신고전주의적 특징

신고전주의 스타일은 제목과 연관되는 표제성이나 성격 소품적 요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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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요소와 연관되는 내러티브적인 요소들의 특징들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왈츠, 연습곡, 론도, 소나티나 같이

과거 형식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들이다. 그러나 V장의 분석에서도 드러났

듯 왈츠는 기존의 반주 패턴이나 선율적 흐름이 변형되어 나타나고 연습곡

은 타악기적 요소가 강화된 토카타적 어법이 두드러지며 론도에서는 논레

가토와 레가토의 대비를 효과적으로 담기 위한 외형적 틀로 론도 형식을

택하였고 소나티나는 온전한 소나타 형식보다는 역시 제1주제와 제 2주제

의 대비에 초점을 맞춘 도구적 형식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과거

형식의 외형을 빌려 자유로운 음악어법을 구현했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신

고전주의 스타일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성격 소품적 요소에 해당하는 특징은 분위기나 캐릭터 묘사들 인

데 6번 ‘슬픈 이야기’나 20번 ‘동화’, 25번 ‘작은 이야기’에서처럼 제목 자체

가 ‘이야기’임을 드러낸다. 21번 ‘추격’은 쫒고 쫒기는 광경을 묘사하기도

하고, 23번 ‘눈보라’에서도 눈보라 치는 광경을 빠른 템포와 다이내믹을 통

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19번 ‘전쟁 춤’과 같이 대위법적 모방 기법을

통해 전쟁의 승자와 패자를 묘사하는 것 같은 곡도 성격 소품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작품집의 대다수 곡들은 내러티브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즉 곡

에 담긴 내용을 모두 이야기나 짧은 드라마로 만들 수 있는 구조와 특성들

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22번 ‘어떤 이야기’의 경우 다소 어두운

내용의 러시아 민담을 화음과 선율에서 암시하며 끌어낸다면 훌륭한 스토

리텔링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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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시주의적 특징

피아노의 타악기적 기능과 활용을 의미하는 원시주의적 특징을 다음과

같은 국면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즉 아티큘레이션과 관련한 요소와 토카

타적인 요소, 그리고 짜임새(texture)적 요소들이 그것이다.

첫째, 아티큘레이션은 곡 전체가 스타카토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다. 리

듬의 반복이 많고 일정간격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곡이 많다. 예를 들면

9번 ‘작은 우화’와 27번 ‘춤곡’은 곡전체가 스타카토 아티큘레이션으로 구성

되어 있다. 28번 ‘기상곡’은 첫 음만 제외하고는 모두 스타카토 주법의 유

니즌 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토카타적인 요소로는 건반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골고루 만져보는

(touch) 특징을 가지므로 동일한 리듬의 반복과 함께 음역 변화가 많다. 이

는 화성이나 선율적 요소보다 리듬 및 타악기적 특성과 관련되므로 다분히

원시주의적 경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5번 ‘공

놀이’는 음역변화가 많고 리듬이 반복된다. 10번 ‘어릿광대’는 동일한 리듬

패턴이 반복되고, 12번 ‘작은 토카타’는 오른손에 두드리는 느낌이 반복적

으로 나오고 마지막에 건반을 고루 만져보는 느낌이 나오고 있다. 13번 ‘귀

여운 장난’은 건반을 재빠르게 움직이는 토카타적인 느낌이 강하며 14번

‘스케르초’는 스타카토로 떨어지는 부분이 많은 토카타 느낌이 많다. 15번

‘행진곡’도 딱딱 끊어지는 분위기의 토카타적 느낌이며, 21번 ‘추격’ 역시

토카타적 느낌이 많이 나타난다. 23번 ‘눈보라’는 빠른 템포와 규칙적인 움

직임이 토카타를 연상케 하고 29번 ‘기병대의 노래’에서도 토카타적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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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이 보이고 있다.

셋째, 짜임새적 요소는 양손이 가깝게 진행되는 곡들이 많고, 양손이 단

선율이면서 유니즌 구성이 많다. 리듬과 짜임새가 선명하고 단순하다. 이는

역시 아티큘레이션과 리듬적인 요소에 집중하고자 하는 작곡자의 의도이며

이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5번 ‘공놀이’는 단선율 구성이면서 양손이 가

깝게 진행되고, 9번 ‘작은 우화’는 유니즌 진행이다. 마지막으로 28번 ‘기상

곡’은 단선율이면서 유니즌 구성으로 되어있다. 이는 모두 원시주의 경향에

서 파생한 피아노의 타악기적 기능에 기반을 둔 발상에서 나온 작곡어법이

라고 할 수 있다.

요약에 앞서 30곡에 나타나는 스타일의 분류는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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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각 곡에 나타난 스타일 분류

곡제목 스타일

No.1 왈츠(Waltz) 신고전주의

No.2 작은 노래(A Little Song) 민족주의

No.3 A단조 연습곡(Etude in A minor) 민족주의, 신고전주의

No.4 강위의 밤(At Night on the River) 민족주의

No.5 공놀이(Playing Ball) 원시주의

No.6 슬픈 이야기(A Sad Story) 민족주의, 신고전주의

No.7 옛 춤곡(An Old Dance) 민족주의

No.8 자장가(Lullaby) 민족주의

No.9 작은 우화(A Little Fable) 원시주의

No.10 어릿광대(Clowning) 원시주의

No.11 론도(Rondo) 민족주의. 신고전주의, 원시주의

No.12 작은 토카타(Toccatina) 민족주의, 신고전주의, 원시주의

No.13 귀여운 장난(A Little Prank) 원시주의

No.14 스케르초(Scherzo) 민족주의. 신고전주의. 원시주의

No.15 행진곡(March) 민족주의, 신고전주의. 원시주의

No.16 서정적인 작품(Lyric Piece) 민족주의

No.17 초원의 춤(Meadow Dance) 민족주의

No.18 소나티나(Sonatina) 신고전주의, 원시주의

No.19 전쟁 춤(War Dance) 민족주의, 신고전주의

No.20 동화(Fairy Tale) 민족주의

No.21 추격(The Chase) 신고전주의, 원시주의

No.22 어떤 이야기(A Tale) 민족주의, 신고전주의

No.23 눈보라(Snow Storm) 신고전주의

No.24 F장조 연습곡(Etude in the F Major) 신고전주의

No.25 작은이야기(Novelette) 민족주의, 신고전주의

No.26 A장조 연습곡(Etude in A Major) 민족주의, 신고전주의, 원시주의

No.27 춤곡(Dance) 민족주의, 신고전주의, 원시주의

No.28 기상곡(Caprice) 민족주의, 신고전주의, 원시주의

No.29 기병대의 노래(Song on the Cavalry) 민족주의, 원시주의

No.30 극적인 순간(A Dramatic Event) 민족주의, 신고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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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카발레프스키의 Op.27 30개의 작품들은 지나치게 어렵지 않으면서 20세

기 주요경향들을 중급과정에서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유용성을 갖추고

있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 소련 공산당 정부의 요구는 음악작품의 모든 기

법이 전통에 뿌리를 두고 실험적이지 않으며 이데올로기가 추구하는 이상

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 상황적 조건에 부응하여 카발레프스키는

선율은 민요적인 요소로부터, 리듬은 역시 민속춤이나 군사적 행진곡의 캐

릭터에 기반을 두었던 까닭에 눈에 띠는 급진적인 새로운 시도는 없다. 대

신 화성은 장, 단조의 잦은 교차나 반음계 진행 그리고 두 개의 어울리지

않는 음계나 선법으로부터 파생되는 불협화음이 드물지 않았던 민속 음악

전통을 근거로 낯선 화음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었다. 20세기 곡을 소개할

때 다른 부분들 보다 화성이 해체되는 현상들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볼 때 Op.27 작품집은 적절한 레퍼토리라고 할 수 있다.

화성의 특징들은 곡의 처음과 끝은 조성에 충실하지만 가운데 부분인 B

부분만 복잡해지는 현상이 단연 두드러진다. 노래와 토카타 유형들이 중간

에 복잡해지는 곳이 많은데 노래 중에서도 내러티브적인 곡들이 더욱 복잡

해지며, 토카타는 리듬이 단조롭기 때문에 화성에 변화를 주는 경우가 많

이 보인다. 한 곡 안에서 장조와 단조의 혼합은 자주 나타나며 음정관계는

4도와 5도 사용이 많고 3도화음 보다는 두 개로 이루어진 겹음을 훨씬 많

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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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곡에 나타나는 리듬의 특징은 무엇보다 짧은 모티브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토카타나 연습곡적인 성격에서

나오거나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반복적인 리듬패턴이 그것이다. 노래의 경

우에도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많은데 이 역시 민요에 뿌리를 둔 작곡어법

이라고 할 수 있다. 리듬 배치의 특성으로는 한손이 빠르게 진행하면 다른

손은 느리게 연주하거나 한손에 비중을 두어 시작했다가 중간에 양손의 역

할을 바꾸어 진행되는 것도 볼 수 있다. 양손의 교대나 균형 잡힌 사용을

감안한 모든 것이 교육적인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양 손

동일한 리듬패턴이 전개되는 동형진행의 작곡기법을 많이 썼는데 난이도가

높아지면 리듬의 모양이 교대로 혹은 혼합되어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며, 리듬 병진행과 부점 리듬도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선율을 다루는 방식 역시 두 가지로 크게 분류 할 수 있는데 화성을 펼

쳐서 유니즌으로 선율로 나타내거나 선율과 반주로 구분되는 배치로 뚜렷

이 구분된다. 에튀드나 토카타에서는 선율라인이 화성에서 뽑혀져 나오며

스타카토로 구성된 곡들을 레가토로 연결시켜보면 내용적으로 멜로디가 형

성되어 선율적인 측면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멜로디를 구사할 때 한 곡

안에서 단선율로 가다가 겹음 진행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선율이

대위법적으로 각 성부에서 교대로 나오다가 양손 함께 가는 병진행 멜로디

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선율을 왼손이 담당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전개

방식으로는 순차적진행이 대부분이며 선율반복이나 리듬패턴의 반복이 많

이 나온다. 이는 모두 민족주의적 발상에 의거한 것이다. 타악기적인 요소

를 쓸 때에는 군사적인 것과 연관이 된다. 이는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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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지 않은 부분이다.

그 밖의 주목할 만한 요소들로는 반주를 만들 때 악기적인 요소들이 대

부분의 곡에 들어있다는 점이다. 타악기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거나 러

시아 민속악기인 발랄라이카, 반두라, 구슬리 같은 발현악기에 맞춰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또한 많은 번호들에서 왼손과 오른손의 역

할과 기능이 거의 동등하다. 카발레프스키는 양손이 유니즌으로 나오거나

선율을 교대로 담당하거나 같은 리듬의 동형진행으로 움직이는 등 왼손을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준다.

스타일 면에 있어서 Op.27 작품집에는 민족주의, 신고전주의, 원시주의의

스타일들이 각 곡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혼합되어 제시되어 있었

다. 예컨대 왈츠나 연습곡, 론도, 소나티나와 같이 제목에서 오는 신고전주

의에 속하는 작품들이 곡 안에 쓰인 재료들은 민족주의적이거나 혹은 타악

기적 원시주의인 것들이 많았다. 더불어 세심한 교수학적인 배려들이 모든

곡에서 나타났다. 난이도가 낮은 곡에서는 스타일 어법이 비교적 한 종류

에 집중되지만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두 세 개의 스타일들이 섞여서 나오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화성의 취급에 있어서도 장조와 단조의 변화를 줄때는

단순한 리듬패턴 가운데에서 화성변화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불협화

음이나 새로운 화성들을 경험할 때에는 포지션의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최대한 화성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 한손이 바쁘게 움직이면 다른 손

은 쉽게 진행시키는 배려들도 자주 보인다. 원시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지는

곡들에서는 양손의 교대나 유니즌의 짜임새를 취함으로써 리듬과 아티큘레

이션 및 음역이동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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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특징과 면모를 가진 Op.27 30개 작품은 유형별로 뽑아서 연

습할 수도 있고, 난이도별로도 연습이 가능하다. 또한 내러티브적 내용으로

곡들에 접근하기에도 훌륭하다. 스타일 분석과 해석에 초점을 맞춘 본 논

문을 통해 20세기 전반부의 경향들을 소개할 수 있는 적절한 레퍼토리로

서 어린이를 위한 소품 Op.27의 가치와 위상이 확인되어지기를 희망하며

향후 더 많은 유익한 교육용 레퍼토리의 스타일 탐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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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D. Kabalevsky's <Thirty Pieces for

Children Op.27> and Pedagogical Proposal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arly 20th Century Musical Style

Kyoungyeon Joung

Department of Music

Graduate School Hansei University

For piano students, the intermediate level is a stage where

repertoires from various eras need to be experienced. These crucial eras

include the 20th century, and instead of overly complicated styles such

as twelve-tone music, one should be introduced to and trained in

nationalism, neoclassicism, and primitivism.

This perspective renders Dmitri Kabalevsky (1904-1987), a Russian

composer who left numerous works both modern and down-to-earth, an

interesting area of focus. This thesis looks at Kabalevsky's <Thirty

Pieces for Children Op.27>, which is listed among the educational piano

works he composed. Each of the 30 pieces was analyzed in its format

and structure as well as techniques and musical aspects, and

pedagogical interpretations and suggestions on practice method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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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accordingly. Lastly, through the process of organizing and

summarizing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ism, neoclassicism,

primitivism, and holistic approaches, the stylistic similarities between

the 30 pieces were put together. Although <Thirty Pieces for Children

Op.27> includes pieces that adhere to neoclassicism and primitivism,

most reflect nationalism. The characteristic techniques are those where

conjunct motion forms the basis and repetitive rhythm patterns and

melodies appear. All these aspects come from nationalistic ideas, which

form the foundation for most pieces in the work. The accompaniment

includes a rich array of instrumental elements, and that the left and

right hands are equally fundamental in the performance is also to be

noted.

The strength of this work is that Kabalevsky's thoughtful

pedagogical considerations contained in the 30 pieces make it

sufficiently approachable. It is hoped that this thesis will confirm the

value of Kabalevsky's <Thirty Pieces for Children Op.27> as a

repertoire introducing the attitudes of the early 20th century, and that

more studies on the styles of educational repertoires will tak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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