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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 피아노 듀오 연주회 레퍼토리는 아직도 청중들의 선호도에 의

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18-19세기의 클래식 작품들이나 현대 작품 중

에서도 대중적인 곡들과 유명한 작품을 편곡한 곡들이 여전히 고정 레퍼토

리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현대 작품도 다양하게 청중에

게 직접 소개시키고 음악적 경험을 함께 넓혀나가는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

한 때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세기 후반인 1950년 이후의

피아노 듀오 작품 중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양식별로 연구한다.

연구 대상으로는 모리스 힌슨의 Music for More than One Piano에서

1950년 이후의 작품 중 난이도가 고급으로 분류된 작품들로 하며, 순수 피

아노 두 대를 위한 원곡만을 대상으로 한다. 양식별 분류는 20세기에 등장

한 순으로 진행되는데, 본 논문과 관련된 것들로는 20세기 전반부의 무조

음악, 원시주의, 신고전주의, 12음기법, 후반부 중 1950-1960년대의 ‘아방가

르드(Avant-Garde)’ 사조에 속하는 총렬주의, 우연성, 음향음악, 그리고

1970년대와 그 이후의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에 속하는 신낭만주의, 최소주

의, 혼합 양식이 해당된다.

본 논문을 통해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을 연주하고자 하는 연주자

들에게 1950년 이후의 작품에 대한 관심 및 연주 레퍼토리 계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 밖의 다양한 현대 피아노 앙상블 장르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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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국내 연주회장에서의 피아노 듀오 레퍼토리에 대한 논문들을 살펴보면,1)

아직도 청중들의 선호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18-19세기의 클래

식 작품들이나 현대 작품 중에서도 대중적인 곡들과 유명한 작품을 편곡한

곡들이 여전히 고정 레퍼토리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가 이미 과거가 된 현재의 시점에서 이제는 이와 같은 수동적 자

세에서 벗어나 다양한 20세기의 다양한 작품도 청중에게 직접 소개시키고

음악적 경험을 함께 넓혀나가는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

다.2) 특히 20세기 후반부에는 음조직, 음색, 기보 개념 등의 확대로 전혀

새로운 차원의 독창적인 작품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더욱 폭넓은 음악적 경

험이 가능하다. 따라서 20세기 후반, 즉 1950년 이후의 피아노 듀오 작품을

1) 일반적으로 피아노 듀오는 한 대 또는 두 대의 피아노를 두 명이 연주하는 형

태를 의미하며, 실제 연주회장에서는 이보다 확대된 구성으로도 연주되고 있다.

권장금, “피아노 듀오 연주회 레퍼토리 분석: 2003년에서 2007년 국내 서울 지

역,” 안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남성희, “한국 피아노 듀오 연주문

화 현황 및 분석(서울, 부산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미숙, “국내 주요 연주회장에서 연주되는 피아노 앙상블의 현황과 레퍼

토리 분석,” 『음악교수법연구』 17/2 (2016), 35-56; 유승지, “2009년 서울 지역

피아노 듀오 연주회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제언,” 『이화음악논집』 14/1

(2010), 59-190.
2) 버어지(David Burge)에 의하면, “피아노 연주가 시공을 넘어 계속 살아있는 예

술로 남기 위해서는 20세기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필수”이다. 박숙련 번역

(David Burge 저), 『20세기 피아노 음악』(서울: 음악춘추사, 2000),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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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는 것은 연주 레퍼토리 계발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사료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피아노 듀오 작품들 중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양식별로 연구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제한점

본 논문은 미국의 음악학자 힌슨(Maurice Hinson, 1930-2015)의 저서

Music for More than One Piano와 국내 문헌인 『피아노 듀오 문헌』에

수록된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토대로 연구하였다.3) 특히, 힌슨

의 문헌은 1700년 이후에 작곡된 두 대 이상의 건반 악기 작품 및 다른 악

기와의 앙상블이 원곡 뿐 아니라 편곡된 작품까지 수록되어 있는 일종의

방대한 사전으로서, 작곡가들이 알파벳순으로 목록화 되어 있는 가운데 각

각 간단한 작품 소개와 함께 작품마다 난이도가 설정되어 있다.

이 두 저서의 비교 고찰 결과 후자의 문헌에 수록된 1950년 이후 작품은

모두 전자의 문헌에 포함되어 있고, 단 세 곡에 한해서만 난이도 배정에

차이가 있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훨씬 광범

위한 힌슨의 문헌에 들어있는 1950년 이후의 작품 중 난이도가 고급으로

분류된 작품들로 하고. 그 세 곡에 대해서만은 두 저서를 모두 참조하였

다.4)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에는 기존의 피아노 독주곡, 오케스트라

3) 이민숙, 이승경 번역(Maurice Hinson 저), 『한 대 이상의 피아노를 위한 레퍼

토리』(서울: 뮤직필, 2005); 김도실, 강성애, 『피아노 듀오 문헌』(서울: 일송

미디어, 2009).
4) 미요(Darius Milhaud, 1892-1974)의 <6개의 춤곡과 3개의 악장>(Six Danses
en Trois Mouvements Op.433, 1970)과 오릭(Georges Auric, 1899-1983)의



- 3 -

작품, 실내악곡 편곡과 피아노에 다른 악기나 전자 도구를 사용한 앙상블

작품들도 많지만, 본고에서는 순수 피아노 두 대를 위한 원곡만을 대상으

로 한다.

양식별 분류는 20세기에 등장한 순으로 진행되는데, 본 논문과 관련된

것들로는 20세기 전반부의 무조음악(Atonal Music), 원시주의(Primitism),

신고전주의(Neoclassicism), 12음기법(Twelve-Tone Technique), 후반부 중

1950-1960년대의 ‘아방가르드(Avant-Garde)’ 사조에 속하는 총렬주의

(Total Serialism), 우연성(Chance Music), 음향음악(Klang Komposition),

그리고 1970년대와 그 이후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사조에 속

하는 신낭만주의(Neoromanticism), 최소주의(Minimalism), 혼합 양식이 해

당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악보가 국내 유명 서점이나 해외 구매 사이

트 및 출판사에도 재고가 없거나 절판된 경우도 많아서 본고의 양식별 분

류 및 고찰에서는 악보를 제시할 수 있는 곡들을 중심으로 다루고(작품명

앞에 ◆ 기호 표기로 구분한다), 그 외의 곡들은 양식별 도표 목록에만 포

함시키겠다. 둘째, 힌슨의 문헌은 1983년 저서이기 때문에 1980년 이후의

작품은 소수이다. 그러나 참고로, 1995년도에 출판된 영국의 음악학자 퍼거

슨(Howard Ferguson, 1908-1999)의 저서 Keyboard Duets from the 16th

to the 20th Century for One and Two Pianos에도 본 논문의 연구 대상

<이중놀이>(Double-Jeux Ⅰ, Ⅲ, 1970, 1971) 그리고 리게티(György Ligeti,

1923-2006)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작품>(Drei Stücke für zwei
Klaviere, 1976)는 힌슨의 문헌에서 각각 3급과 4급으로 취급되어 있으나, 김도

실의 문헌에서는 모두 최상위 단계인 5급으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세 작

품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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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 될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은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었다.5) 그

밖에 기존 문헌집에 사망년도 표기 등 누락된 정보들은 인터넷을 통해 보

완하고, 작곡가의 이름과 작품명의 한글 표기는 힌슨 문헌 번역서인 『한

대 이상의 피아노를 위한 레퍼토리』를 따른다.

5) Howard Ferguson, Keyboard Duets from the 16th to the 20th Century for
One and Two Piano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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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대 작곡기법에 따른 음악 양식 개요

이 장에서는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1950년 이후 작품들의 실제 양식별

분류로 들어가기 전에 그 양식들을 먼저 개관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 양식

들의 구성요소가 되는 현대 작곡기법들을 정리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는

데, 도표로 체계화 시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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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현대 작곡기법 목록

음악
요소 작곡기법

형식
전통 형식(제2부 · 제3부 형식, 소나타 형식, 춤곡, 변주, 푸가, 론도 
등), 모멘트 형식(Moment Form), 열린 형식(Open Form)

조성
무조성(무조, 12음기법, 음렬기법), 복조성(Bi-tonality), 다조성
(Polytonality), 이중선법성(장 · 단조 동시 사용 등) 

선율/
음계

점묘적인 기악 선율(넓은 음역, 급격한 도약)
온음음계, 오음음계, 범전음계, 블루음계, 미분음계, 합성음계

박자
빈번한 변박(Multimeter), 복합박자(Polymeter) 무박자, 합성박자
(Synthetic Meter)

리듬
비역행 리듬, 부가 리듬(Added Rhythm), 오스티나토 리듬, 비례 리
듬, 무마디에 의한 무박절적 · 비강세적 리듬, 무작위적 악센트 사용
에 의한 규칙적 박동 약화, 복합리듬(Polyrhythm)

화음/
화성

비기능적 화성, 강한 불협화음, 부가화음(2도 · 4도 · 6도 음정 등이 
부가된 화음), 병진행 화음, 4도 화음, 복화음(Polychord), 클러스터
(Cluster)

짜임새 호모포니, 대위적 진행, 순수 선율적 진행

음향/
음색

전자 음향, 집합 음향(Sound Mass), 피아노의 타악기적 취급(몸체 
두들기기 등), 극단적 음역 이동, 피아노 조작기법(Prepared Piano), 
하모닉스

셈여림
셈여림 범위 확대(pppppp-ffffffff), 급격한 다이내믹 변화, 다양한 악
센트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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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을 보면, 현대 작곡기법은 전통적인 방식과 새로운 시도들,

그리고 이 중간의 과도기적인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를 들면, 제2부 · 제3부 형식, 소나타 형식, 춤곡, 변주, 푸가, 론도 등의 전

통 형식과 온음음계, 오음음계, 오스티나토 리듬, 대위법적인 진행 등은 오

래 전부터 존재해 온 것인 반면, 복화음과 클러스터 등은 전적으로 새로운

시도에 해당된다. 이 중에서 모멘트 형식(Moment Form: 순간 형식)은 슈

톡하우젠(Karlheinz Stockhausen, 1928-2007)의 미리 녹음된 테이프, 피아

노, 타악기를 위한 작품 <컨택트>(Contact, 1960)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

어로, 작품의 모든 부분을 앞 뒤 순서에 있어 의도적으로 관련짓지 않고

이끌어 가는 방법이다. 또한 미분음계는 건반 악기로 연주할 수 없는 기법

이지만, 현대 작곡가들은 특별히 조율된 피아노로 연주하는 미분음의 작품

들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아이브스(Charles Ives, 1874-1954)의 <2대의

피아노를 위한 3개의 1/4음 곡>(Three Quartet-Tone Pieces for Two

Pianos, 1923-24), 푸쇠르(Henri Pousseur, 1929-2009)의 3대의 피아노를

위한 <전망>(Prospections, 1952), 존스턴(Ben Johnston, 1926- )의 <미분

음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Sonata for Microtonal P iano, 1964)가 있다.6)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작곡기법들은 현대 음악을 더욱 다양하게 만

들어준다.

현대 음악 양식은 이런 작곡기법들 중 어떤 것 또는 어떤 것들을 집중

적으로 조합해서 사용하는가에 따라 세분화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작

곡기법들을 바탕으로 음악 양식들을 개관해 보겠다.

6) 박재은 번역(Stefan Kostka 저), 『20세기 음악의 소재와 기법』(서울: 예당,

2003), 38,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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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음악은 1910년대에 ‘제2비엔나 악파’가 한 옥타브 안의 12개 반음을

조 중심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창출한 음악이다.7) 서양음악의 전통적

인 조성 체계는 평균율적으로 조율된 12개 음 가운데 7개 음을 제한적으로

선택하여 중심 음계를 이루고 여기서 나타나는 화성을 그 기능에 따라 등

급화 시킨 것이다. 반면, “조성은 영원한 법칙이 아니며 음악 형식의 성취

를 위한 단순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쇤베르크(Arnold Schoenberg,

1874-1951)는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경계를 허문 최초의 무조음악으로 평가

되는 <3개의 피아노 작품, Op.11>(3 Pieces for Piano, 1909)로 현대 음악

의 새로운 장을 연 바 있다.8) 그리고 그는 무조음악이 아무런 체계도 없이

조 중심만 없는 형태인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1920년대에는 여기에 체계를

부여한 12음기법 작품 <피아노 모음곡, Op.25>(Suite for Piano, 1921-23)

을 내놓는다.9)

다음의 <악보 1>은 무조음악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 알려진 쇤베르크의

<3개의 피아노 작품, Op.11> 중 3번의 시작부분이다. 5옥타브에 걸친 3단

으로 이루어진 도입부는 큰 도약들과 ♭과 #이 뒤섞인 수많은 임시표들,

12음이 모두 나타나는 베이스 진행 등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7) 제2비엔나 악파에는 쇤베르크(Arnold Schoenberg, 1874-1951), 베베른(Anton

Webern, 1883-1945), 베르크(Alban Berg, 1885-1935)가 있다.
8) 오희숙, 『20세기 음악 1 역사 미학』(서울: 심설당, 2011), 32.; 김미옥, 차오성,

오희숙, 『피아노 문헌 연구 2』(서울: 심설당, 2012), 176.
9) 12음기법은 12음이 반복 없이 한 번씩 사용되는 ‘기본음렬(Original 또는

Prime)’과 여기서 파생된 음렬 –전위(Inversion), 역행(Retrograde), 역행전위

(Retrograde-Inversion)-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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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Schoenberg, <3개의 피아노 작품, Op.11> No.3, 마디1-4

악보 출처:
http://imslp.org/wiki/3_Pieces%2C_Op.11_(Schoenberg%2C_Arnold)
[접속일: 2017.12.13.]

쇤베르크의 최초 12음기법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피아노 모음곡,

Op.25>은 총 6개의 곡(프렐류드-가보트-뮤제트-인터메초-미뉴에트-지그)

이 하나의 기본 음렬에 의해 작곡되어 각 악장간에 통일성을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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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Schoenberg, <피아노 모음곡, Op.25> 미뉴엣, 마디1-7

악보 출처: http://imslp.org/wiki/Suite%2C_Op.25_(Schoenberg%2C_Arnold)
[접속일: 2017.12.13.]

기본 음렬

E F G D♭ G♭ E♭ A♭ D B C A B♭

위의 <악보 2>를 보면, 두 마디에 걸쳐서 왼손과 오른손에 기본 음렬이

나타난다. 그러나 12음기법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2-3마디에서 나타나는 긴 붙임줄의 음

정을 들 수 있는데, 특정 음이 부각되지 않도록 12음을 고르게 쓰는 목적

에 어긋나는 것이다.

한편, 쇤베르크의 제자 중 베베른(Anton Webern, 1883-1945)은 1920년

대 중반 이후 12음기법에 의한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그의 음악은 쇤베르

크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쇤베르크의 작품에서 음높이에만 사용되었



- 11 -

던 12음기법을 음길이, 다이내믹, 음색으로 확대하였고, 구성적인 면에서도

논리적으로 조직되어 이른바 점묘주의(Pointillism)로 불리게 된다.

<악보 3> Webern, <피아노 변주곡, Op.27> 제1악장, 마디1-12

악보 출처: http://imslp.org/wiki/Variations_for_Piano%2C_Op.27_(Webern%2C_Anton)
[접속일: 2017.12.13.]

위의 <악보 3>을 보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모듈’

같이 보이는 짧은 음형들이 쉼표 이후 조금씩 변형되는 형태로 재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시주의는 스트라빈스키(Igor Fedorovich Stravinsky, 1882-1971)의

1910년대 발레 음악으로 등장하는데, 특히 <봄의 제전>(The Rite of

Spring, 1913)이 그것이다. 원시주의의 음악 양식은 단순성과 불규칙성으로

요약 될 수 있는데, 흔히 단순성은 짧은 오스티나토(Ostinato) 음형으로,

불규칙성은 이 음형 위에 무작위로 불규칙하게 붙여지는 악센트로 표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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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그 예로 <악보 4>를 보면, 단순한 음형이 오스티나토처럼 반복되

는 가운데 악센트들이 무작위적으로 붙여져 있는 인상을 준다.

<악보 4> Stravinsky, <봄의 제전> 중 ‘봄의 약속’

악보 출처: http://imslp.org/wiki/The_Rite_of_Spring_(Stravinsky,_Igor)
[접속일: 2017.12.13.]

신고전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인상주의와

무조음악에 대한 반작용으로 192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 유행한 예술사

조이다. 신고전주의 음악의 전반적인 특징은 낭만시대 이전의 음악, 특히

17-18세기의 음악을 새롭게 접목한 것이다. 즉 대위법, 푸가형식, 모음곡,

콘체르토, 신포니아, 소나타 등의 전통 음악 형식과 양식을 수용하는 가운데

작곡가마다 다양하게 현대화 시킨 방식이다.10)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1920

10)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 2』 (파주: 나남, 2010),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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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후반부터의 스트라빈스키가 있고, 그 외의 작곡가로는 ‘프랑스 6인조’

(Les Six),11) 독일의 힌데미트(Paul Hindemith, 1895-1963), 러시아의 프로

코피에프(Sergei Prokofiev, 1891-1953)와 쇼스타코비치(Dmitri Shostakovich,

1906-1975) 등을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요(Darius Milhaud, 1892-1974)의 <피아노 소나타 No.1

Op.33>(Piano sonata, 1916)은 피아노 양식이 종합된 중요한 작품으로, 전

통적 소나타 형식의 제1악장은 간결한 주제로 시작되며, 이후에는 복조성

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다음의 <악보 5>를 보면, 온음표 길이의 화음과 함

께 세부 진행은 2성부의 선율적 옥타브 진행에 불과할 정도로 구조가 단순

한 것을 알 수 있다.

11) 프랑스 6인조는 음악 평론가 골레트(Henri Collet, 1879-1943)가 프랑스 몽파

르나스에서 활동하는 작곡가 6명에게 붙인 이름으로 ‘러시아 5인조’에 빗대어

사용되었다. 이들은 사티(Eric Satie, 1866-1925)의 영향을 받은 진보적인 작곡

가인 미요(Darius Milhaud, 1892-1974), 뿔랑(Francis Poulenc, 1899-1963), 호

네거(Arthur Honegger, 1892-1955), 오릭(Georges Auric, 1899-1983), 듀리

(Louis Durey, 1888-1979), 테일르페레(Germaine Tailleferre, 1892-1983)로 이

루어져 있다. 이들의 공동 목표는 인상주의의 모호성이나 상징주의의 암시성에

서 벗어나, 보다 간명한 선율과 구조적 정확성 등을 추구한다. 김용환, 『서양

음악사 100장면(2)』 (서울: 가람기획, 2007),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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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Milhaud, <피아노 소나타 No.1 Op.33> 제1악장, 마디1-10

악보 출처: http://imslp.org/wiki/Piano_Sonata_No.1%2C_Op.33_(Milhaud%2C_Darius)
[접속일: 2017.12.06.]

아방가르드 사조에 속하는 양식으로는 총렬주의, 우연성, 음향 음악이 있

다. 총렬주의 음악의 시작은 베베른의 작곡기법 즉, 쇤베르크의 12음기법에

나타난 논리적 사고를 극단적으로 발전시켜, 미리 계획하여 짜여진 음악으

로 음의 간결함과 집중성을 보여준 것에 있다. 또 다른 시작으로는 메시앙

(Olivier Messiaen, 1908-1992)의 <음가와 강세의 모드>(Mode de valeurs

et d'intensités, 1949)가 있는데, 이 작품에서 음높이, 음길이, 다이내믹, 음

색에 ‘모드’적 사고를 적용하여 작품의 기본을 이루는 구조로 사용하였다.

총렬주의 음악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불레즈(Pierre Boulez, 1925-2016)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구조 Ⅰ>(Structures Book Ⅰ, 1951-52)과 슈톡

하우젠(Karlheinz Stockhausen, 1928-2007)의 <피아노 작품Ⅰ-Ⅳ>

(Klavierstücke Ⅰ-Ⅳ) 등이 있다.12) 다음의 <악보 6>을 보면, 음들의 진

12) 홍정수 외, 『두길 서양 음악사』,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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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만이 아니라 다이내믹 등도 점묘적으로 거의 한 음 단위마다 붙여져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6> Stockhausen, <피아노 작품Ⅰ>, 마디1-6

악보 출처:
https://de.wikipedia.org/wiki/Klavierstücke_(Stockhausen)#Klavierstück_I
[접속일: 2017.12.13.]

우연성은 총렬주의와 대조적으로 불확정적이거나 우연적인 요소를 특징

으로 하는 경향이다. 우연성은 크게 작곡과정에서 작곡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우연을 포함하는 불확정성 음악(Indeterminancy Music) 또는 우연성

음악(Chance Music)과 부분 및 전체 구조가 정해져 있는 악곡을 연주과

정에서 연주자가 특정 방식에 의해 그 순서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알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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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a: 주사위, 주사위 놀이, 우연 등을 뜻하는 라틴어) 음악으로 나누어지

는데,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으로는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난다.13) 예를

들어, 슈톡하우젠의 <피아노 작품 Ⅺ>(Klavierstücke Ⅺ, 1956)은 한 장의

커다란 악보에 19개의 단편들 중 연주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부분을 연주함

으로써, 연주 할 때 마다 새로운 작품이 탄생하는 알레아 음악이다.

<악보 7> Stockhausen, <피아노 작품 Ⅺ> 중 일부

악보 출처: 홍정수 외, 『두길 서양 음악사』, 533.

13) 우연성 음악은 케이지(John Cage, 1912-1992)에 의해 처음 시도된 것으로, 작

곡가가 주관적으로 작품을 창작하고 엄밀하게 기보하는 전통적 작품 개념을 거

부하는 방식이다. 홍정수 외, 『두길 서양 음악사』,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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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음악은 1960년대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으로 개별적인 음 대신 음의

다양한 결합이 근본적인 요소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전자 음악의 영향으로

그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는데, 결과적으로 음색도 중요하게 되므로 음색음

악이라고도 불린다. 음향음악은 선율, 리듬, 음정, 강세 등을 개별적으로 구

분하는 총렬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요소에서 해방된 음향 자체가 중

시되는 것이므로 음악의 흐름이 때로는 정지되거나 서서히 변화하는 특징

을 보인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펜데레츠키(Krzysztof Penderecki, 1933-

)의 <아나클라시스>(Anaklasis, 1959-60), 리게티(György Sándor Ligeti,

1923-2006)의 <아트모스페르> (Atmosphères, 1961), 윤이상(1917-1995)의

<예악>(禮樂, 1966) 등이 있다.14)

다음의 <악보 8>은 ‘빛의 굴절’이라는 뜻의 <아나클라시스> 작품으로

다양한 음색이 섬세하게 굴절되어 여러 층을 형성하는 음향세계를 보여준

다. 9개의 바이올린과 7개의 첼로 그리고 5개의 더블 베이스들이 각기 자

신에게 주어진 반음을 연주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음향이 동시적으로

울리면서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14) 홍정수 외, 『두길 서양 음악사』,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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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Penderecki, <아나클라시스>, 마디1

악보 출처: 홍정수 외, 『두길 서양 음악사』, 558.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에 속하는 양식으로는 신낭만주의, 최소주의, 혼합

양식이 있다. 신낭만주의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방가르드 작곡가들이

조성음악으로 다시 복귀하면서 가시화되는데, 이 사조의 대표 작곡가 중의

하나인 펜데레츠키는 원래 음향음악 작곡가였고, 록버그(George Rochberg,

1918-2005)는 음렬음악 작곡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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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Rochberg, <파르티타 변주곡> 미뉴에트, 마디1-9

악보 출처: Yu-Ching Chin, “A Recording and Performer's Analysis of
Partita-Variations for Piano Solo by George Rochberg,” 62.

예를 들어, 록버그의 <파르티타 변주곡>(Partita-Variations, 1976)을 보

면 A♭장조가 뚜렷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특히 미뉴에트 악장에서는

전통적인 미뉴에트의 우아함을 나타내며, 2부 형식의 구조로 되어 있다.15)

최소주의는 단순하고 간결한 모티브 형태를 수없이 반복하며 아주 조금

씩 변해나가는 진행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히피 문화의 반영으로 거의 최

면적일 정도로의 반복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라

몬테 영(La Monte Yong, 1935- ), 라이히(Steve Reich, 1936- ), 라일리

(Terry Riley, 1935- ), 글래스(Philip Glass, 1937- ) 등이 있다.

15) Yu-Ching Chin, “A Recording and Performer's Analysis of Partita-

Variations for Piano Solo by George Rochberg,” (D.M.A. Diss., Ball State

University, 2012),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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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Reich, <피아노 페이즈>, 시작 부분

악보 출처: 김미옥 외, 『피아노 문헌 연구 2』, 315.

<악보 10>은 라이히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으로, 단순한 재료를

반복하면서 반복되는 부분들이 중첩되어 조금씩 변화되며 새로운 음형 패

턴을 만들어 내는 ‘페이징(phasing) 기법’을 활용한 곡이다. 기본적인 음형

의 진행이 거의 최면적일 정도로 변화 없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혼합 양식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여러 세부 갈래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퓨전’(Fusion) 또는 ‘크로스오버’(Cross-over)란 용어도 흔

히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폭넓은 뜻으로 혼합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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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말을 적용한다. 더 이상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전제 아래 포

스트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혼합과 조화’(Mix & Match)로 표현

되는 것처럼, 두 대의 피아노곡도 혼합 양식에 속하는 것들이 가장 많다.

혼합되는 각각의 양식들은 개별적으로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실제의 악곡

고찰로 넘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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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950년 이후 작품들의 양식별 분류 및 고찰

본 논문에서 수록된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은 총 83명 작곡가의 86

곡이다. 이 작품들의 목록을 작곡가 성명 및 국적, 생몰년도, 작품명, 작곡

및 출판년도, 연주시간 항목으로 나누어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16)

16) 작곡가 성명은 알파벳 순으로 나열되어 있고, 출판년도는 작곡년도 아래의 ( )

안에 표기되어 있다. 연주시간은 분 단위로 제시되어 있고, 연주시간 설정이 되

어 있지 않은 작품은 / 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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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1950년 이후의 작품 목록

성명
(국적) 생몰년도 작품명 작곡년도

(출판년도)
연주
시간

Andriessen, L.
(네덜란드) 1939- Séries 1958

(1964) 9

Auric, G.
(프랑스) 1899-1983

Double-Jeux Ⅰ 1970 3

Double-Jeux Ⅲ 1971 4

Badings, H.
(네덜란드) 1907-1988 Balletto Serioso 1955 25

Baervoets, R.
(벨기에) 1930-1989 Riverberi 1980 13

Bank, J.
(네덜란드) 1943- Two for Four (1979) 13

Beerman, B.
(미국) 1943- Sounds and Wails of the 

Past (1981) /

Biel, M. von
(독일) 1937- Für Zwei Klavier 1,2,3 1960-61

(1971) 20

Blank, A.
(미국) 1925-2013 Interplay 1963-64 5

Bois, R. du
(네덜란드) 1934-2013 A Combination of Voices 1968

(1971) 8

Bolcom, W.
(미국) 1938- Interlude for Two Pianos 1963 8

Boulez, P.
(프랑스) 1925-2016

Structures Book Ⅰ 1951-52 /

Structures Book Ⅱ 1956-61 /

Bozza, E.
(프랑스) 1905-1991 Sonate pour deux pianos (1963) /

Brown, E.
(미국) 1926-2002 Twenty Five Pages 1953

(1975)
8-
25

Bussotti, S.
(이탈리아) 1931- Tableaux vivants, avant la 

passion selon Sade 1964 /

Cacioppo, G.
(미국) 1926- Cassiopeia 1962

(1981) /

Camilleri, C.
(몰타) 1931- Taqsim 1967

(1975) 16

Cardew, C.
(영국) 1936-1981

Two Books of Study for 
Pianists/Music for Two 
Pianos

1958
(1966) /

Cotel, M.
(미국) 1943- Yetzirah 1979 15

Diemer, E. L.
(미국) 1927- Homage to Cowell, Cage, 

Crumb, and Czerny
1981
(1983) /

Dolin, S.
(캐나다) 1917-2002 Concerto for Four 

“Queekhoven Revisited” 1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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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적) 생몰년도 작품명 작곡년도 

(출판년도)
연주
시간

Douw, A.
(네덜란드) 1951- Go 1977 15-

20
Edwards, G.
(미국) 1943-2011 Double Play 1970 15

Engelmann, H. U. 
(독일) 1921-2011 Duplum Op.29 1965

(1967) 16

Enriquez, M.
(멕시코) 1926-1994 Modulas para dos 

pianos (1967) /

Fano, M.
(프랑스) 1929- Sonate 1952 /

Ferneyhough, B. 
(영국) 1943- Sonata for Two Pianos 1966

(1970) 15

Fontyn, J.
(벨기에) 1930- Spirales 1971

(1974) /

Frid, G.
(헝가리/네덜란드) 1904-1989 Toccata Op.84a (1973) 8-

10
Fuleihan, A.
(미국) 1901-1970 Toccata 1965 /

Goossen, F.
(미국) 1927-2011 For Roy-Suite for Two 

Pianos 1980 17

Guyonnet, J.
(스위스) 1933- Polyphonie Ⅱ 1961 5

Gyring, E
(미국) 1886-1970 Theme and Variation 1952 /

Halffter, R.
(멕시코) 1900-1987 Musica para dos pianos 

Op.29 1965 /

Henze, H. W.
(독일) 1926-2012 Divertimenti 1964 /

Hawkins, J.
(캐나다) 1944-2007 Etudes for Two Pianos 1974 /

Hobson, R. B.
(미국) 1943- Sonata 1971 18

Hovland, E.
(노르웨이) 1924-2013 Varianti Op.47 1964 15

Jeney, Z.
(헝가리) 1943- Desert Plants (1978) /

Kagel, M.
(독일) 1931- Metapiece(Mimetics) (1961) /

Kanach, S. E.
(미국) 1957- Spontaneous Dialogue 1978 19

Ketting, P.
(네덜란드) 1904-1984 Preludium, Interludinm e 

Postludium 
1969-71
(1977) 18

King, J.
(미국) 1953-

Notes from 
Underground(the 
Mousehole)

(197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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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적) 생몰년도 작품명 작곡년도

(출판년도)
연주
시간

Kitazume, Y.
(일본) 1945- Inner Space  1978 /

Krenek, E.
(미국/오스트리아) 1900-1991 Basler Massarbeit Op.173 1960 6

Kunst, J.
(네덜란드) 1936-1996 Stenen Eten (The 

Stone-Eaters)   1965 5

Lazarof, H.
(미국/불가리아) 1932-2013 Intonazione (1972) 12

Lee, N.
(미국/중국) 1924-2013 Fantaisie Autour D’ut 1952 10

Leeuw, T. de 
(네덜란드) 1926-1996 Sonata  (1950) 20

Ligeti, G.
(헝가리) 1923-2006 Drei Stücke für zwei 

Klaviere 1976 16

Lindberg, M.
(핀란드) 1958- Play Ⅰ  1979 15

Louvier, A.
(프랑스) 1945- Etudes pour Agresseurs 

Book.4 
1967-72
(1977) 40

Lumsdaine, D.
(오스트레일리아) 1931- Flights  1967

(1975)
20-
23

McLean, P.
(미국) 1942- Interplanes 1970

(1978) /

Margola, F.
(이탈리아) 1908-1992

La Ginevrina: Fantasia in 
tre tempi per due 
pianoforti

1951 16

Mather, B.
(캐나다) 1939- Sonata for Two Pianos 1970 15

Matthews, W.
(미국) 1950- Ferns 1976 /

Meijering, C.
(네덜란드) 1954- Ace  1978 6

Merilainen, U.
(핀란드) 1930-2004 Papillons 1969 17

Mihalovici, M.
(프랑스/루마니아) 1898-1985 Cantus Firmus Op.97  1970 4

Milhaud, D.
(프랑스) 1892-1974 Six Danses en Trois

Mouvements Op.433 1970 6

Moevs, R.
(미국) 1920-2007 Ludi Praeteriti 1976 8

Ohana, M.
(프랑스) 1914-1992 Sorôn-ngô (1969) 12-

14
Palester, R.
(폴란드) 1907-1989 Variati 1963

(1967) 11

Pleskow, R.
(미국) 1931-

Music for two pianos 1965 9
Suite 1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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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적) 생몰년도 작품명 작곡년도

(출판년도)
연주
시간

Poulenc, F.
(프랑스) 1899-1963 Sonata 1952-53 19

Pousseur, H.
(벨기에) 1929-2009 Mobile 1957-58

(1961)
12-
15

Quinet, M.
(벨기에) 1915-1986 Novelettes 1973 8

Riegger, W.
(미국) 1885-1961 Variations Op.54a 1952-53 18

Rivier, J.
(프랑스) 1896-1987

Quatre sequences 
dialoduees pour deux 
pianos

1973 19

Ruiter, W. de
(네덜란드) 1943- Relations 1978 10

Samama, L.
(네덜란드) 1951- Variations and Fantasies 

on a Passacaglia Theme 1977-78 15

Santos, R.
(필리핀) 1941- Five Pieces for Two 

Pianos
1970
(1975) /

Sáry, L.
(헝가리) 1940- Catacoustics 1967

(1970) 15

Saxton, R.
(영국) 1953- Sonatas 1977 10

Shapey, R.
(미국) 1921-2002 Duex for Two Pianos 1967 /

Smalley, R.
(영국) 1943-2015 Accord 1974-75

(1978) 43

Swayne, G.
(영국) 1946- Synthesis for Two Pianos 

Op.15 1974 13

Van der 
Valden, R.
(벨기에)

1910-1993 Beweging 1965 8

Vidovszky, L.
(헝가리) 1944- Double 1972 /

Winsor, P.
(미국) 1938-2012 Melted Ears 1975 /

Wyttenbach, J. 
(스위스) 1935- Nachspiel in drei Teilen 1966 8

Zabrack, H.
(미국) 1929- Sonata for Two Pianos 1975 /

Zimmermann, 
B. A. (독일) 1918-1970 Perspektiven 195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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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2>을 보면, 미국 작곡가가 2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네덜란드 11명, 프랑스 10명을 비롯한 유럽 작곡가의 비중이 크다. 한편,

일본과 필리핀 작곡가의 작품도 각각 1곡이 들어 있다.

작품들의 작곡 시기는 대부분이 1950-1980년에 속해 있고, 그 이후에 작

곡 및 출판된 작품은 3곡에 불과한데,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힌슨의

문헌이 1983년 저서이기 때문이다. 작품명은 소나타가 9곡으로 가장 많고,

변주곡(5곡), 판타지(3곡), 토카타(2곡), 에튀드(2곡) 등으로 이어지며, 중세

-르네상스 시대와 관련된 기법인 ‘칸투스 피르무스’(Cantus Firmus)와 ‘인

토나치오네’(Intonazione) 등도 각각 한 곡씩 제목으로 등장한다.17) 그밖에

는 다양한 표제 또는 단순히 ‘두 대의 피아노 작품’으로 되어 있다.

연주시간은 3분에서 45분에 걸쳐 있을 정도로 폭넓으며, 평균적으로는

10-15분 내외가 된다. 연주 시간 표기 중 다섯 곡은 8-25분처럼 유동적으

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 가운데 네 곡은 우연성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한 곡은 마디 줄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음악 양식별로 고찰해 보겠

다.

17) 칸투스 피르무스(Cantus firmus)는 고정된 선율이란 뜻으로, 대위법적으로 사

용되거나 다른 성부가 더 붙게 되는 정선율이다. 역사적으로 중세와 르네상스

다성음악에서 주로 사용된 전통적인 그레고리오 선율로, 12세기 파리의 노트르

담 악파에서 유래하여 르네상스의 종교음악에 계속해서 나타났으며, 15세기 미

사에서는 세속 대중 노래에서 칸투스 피르무스 선율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인

토나치오네(Intonazione)는 16세기 기악음악의 프렐류드로, 특히 예배 전에 연주

되는 오르간 작품을 일컫는 말이다. 서울대학교 음악연구소 편, Dictionary of
Music (서울: 음악세계, 2003), 67,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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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조/12음기법

1950년 이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무조/12음기법 작품들을 작곡가들

의 알파벳 순으로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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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950년 이후의 무조/12음기법 양식 작품들

이름
(국적) 생몰년도 작품명

(다악장)
작곡년도
(출판년도)

연주
시간

무조음악

Blank, A.
(미국) 1925-2013 ◆ Interplay 1963-64 5

Gyring, E.
(미국) 1886-1970

Theme and Variation
(1st: Adagio; 2nd: 
Allegro molto)

1952 /

Margola, F.
(이탈리아) 1908-1992

La Ginevrina: Fantasia in 
tre tempi per due 
pianoforti  

1951 16

Pleskow, R.
(미국/오스트리아) 1931- ◆Suite 1977 /

Riegger, W.
(미국) 1885-1961 Variations Op.54a 1952-53 18

Shapey, R.
(미국) 1921-2002 Duex for Two Pianos 1967 /

Zabrack, H.
(미국) 1929 Sonata for Two Pianos 1975 /

12음기법

Andriessen, L.
(네덜란드) 1939- ◆ Séries 1958

(1964) 9

Guyonnet, J.
(스위스) 1933- ◆ Polyphonie Ⅱ 1961 5

Halffter, R.
(멕시코) 1900-1987 Musica para dos pianos 

Op.29 1965 /

Krenek, E.
(미국/오스트리아) 1900-1991 ◆ Basler Massarbeit 

Op.173 1960 6

Ruiter, Wim de
(네덜란드) 1943- ◆ Relations 1978 10

Van der Velden, 
R. (벨기에) 1910-1993 Beweging 1965 8

Zimmermann, 
B. A. (독일) 1918-1970 ◆ Perspektiven 1955-56 15

◆ 악보 제시된 곡 

위의 <표 3>을 보면 7곡이 무조음악 양식으로 되어 있고, 이 가운데

6곡이 미국 작곡가의 것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작품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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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타와 변주곡 등 전통적인 장르와 그 밖의 것이 절반 정도로 혼합되어

있다.

무조음악 양식으로 된 두 대의 피아노 작품 중 블랭크(Allan Blank,

1925-2013)18)의 <상호작용>(Interplay, 1963-64)은 5분 정도 연주 길이의

단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박자 및 템포 변화가 많으며 다이내

믹도 세세하게 지시되어 있다. 다음은 이 곡의 시작 부분이다.

18) 블랭크는 줄리어드 음대를 수학(1945-47)한 후 워싱턴 스퀘어 대학(Washington

Square College)과 미네소타 대학교(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고, 작곡가와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며 교직에도 몸담는다. 작품으

로는 클라리넷 5중주, 무대음악, 오케스트라와 앙상블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해왔다. Martin Brody, “Blank, Allan,”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2nd ed. (2001), 3: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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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Blank, <상호작용>, 마디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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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출처: American Composers Edition. (BMI)

<악보 11>을 보면, 악보 첫 머리에 음가 별로 기준이 되는 메트로놈 표

시가 주어져 있는데, 곡이 진행되는 동안 메트로놈 표시도 조금씩 달라진

다. 따라서 작품명처럼 두 연주자의 상호작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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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자도 3/4과 함께 5/8, 6/8, 7/8 등이 자주 교대되는 등 변화무쌍하

다. 다음으로 음자리표를 보면 피아노Ⅰ은 모두 높은음자리표였다가 세 번

째 단에서 낮은음자리표로 바뀌는 반면, 피아노Ⅱ는 모두 낮은음자리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첫째 단의 경우에는 왼손이 8va. 표시와 함께 저음역으

로 더 깊이 내려가 있다. 그러나 이 진행 이후에는 음자리표도 다시 매우

다양하게 변화할 정도로 음역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한 예로 제15마디에

서는 피아노Ⅰ이 모두 낮은음자리표, 피아노Ⅱ는 모두 높은음자리표로 위

치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다.

이와 같은 모든 특징들은 무조음악에서의 전형적인 것인데, 음악적 진행

자체에서는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화음의 반복(마디1

과 3), 베이스에서의 중심음적 진행(마디1-4), 5도 관계인 음으로의 중심음

이동(둘째 단)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임시적인 것으로서 이후 계

속 중심음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무조가 강조된다(C→ G→ G#→ E♭→ E

등). 화음 자체도 특히 저음부에서는 3도와 6도 등이 두드러져 거칠지 않

지만, 단 상성부들에서 2도 등이 충돌하며 무조적인 음악임을 확인해 준다.

플레스코우(Raoul Pleskow, 1931- )19)의 <모음곡>(Suite, 1977)도 음악

적 진행이 이와 유사하다. 제목 없는 6개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20) 제1악장

의 시작 부분을 보면 다이내믹의 급격하거나 다양한 변화, 넓은 음역, 빈번

한 변박 등이 이 곡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9) 플레스코우는 줄리어드 스쿨(Juilliard School), 퀸즈 대학(Queens College), 컬
럼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에서 수학하며 스승인 스테판 울프(Stefan
Wolpe, 1902-1972)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Neil Butterrworth, “Pleskow,
Raoul,” in Dictionary of American Classical Composers, 2nd ed. (2005), 356.

20) 제5악장을 제외하면 모두 쉼 없이 연결되고, 제1악장과 제6악장은 동일한 곡

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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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Pleskow, <모음곡> 제1악장, 마디1-6

악보 출처: American Composers Edition. (BMI)

12음기법의 작품은 <표 3>에서 유럽 작곡가의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 이 중 악보가 제시된 곡은 5곡이다. 이 곡들은 크게 쇤베르크 양식, 베

베른 양식, 그리고 그 밖의 양식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먼저 쇤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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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양식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 음악으로는 귀오네(Jacques Guyonnet,

1933- ), 베베른 식으로는 안드리센(Louis Andriessen, 1939- )과 크레넥

(Ernst Krenek, 1900-1991)21)의 곡이 있고, 라이터르(Wim de Ruiter,

1943- )와 짐머만(Bernd Alois Zimmermann, 1918-1970)의 곡은 그 밖의

그룹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 그룹들 하나씩 살펴보겠다.

먼저 귀오네22)의 <폴리포니 Ⅱ>(Polyphonie Ⅱ, 1961)는 쇤베르크의 작

품들처럼 짜임새가 두텁고 리듬과 템포 그리고 박자는 물론 다이내믹 등도

변화무쌍한 작품이다.

21) 크레넥의 12음기법에 대한 철학은 제2비엔나 악파 중 특히 베베른의 영향을

받는다. Lyn Ellen Thornblad Burkett, “Tensile Involvement: Counterpoint

and Compositional Pedagogy in the Work of Seeger, Hindemith, and

Krenek,” (Ph.D. Diss., Indiana University, 2001), 169.
22) 귀오네는 다름슈타트에서 불레즈(Pierre Boulez, 1925-2016)와 공부하면서 많

은 영향을 받았다. 그의 1960년대 작품에는 엄격한 음렬 양식을 보이다가 이후

에는 다양한 음악 어법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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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Guyonnet, <폴리포니 Ⅱ>, 마디1-5

악보 출처: Universal Edition. Zurich.

기본음렬

C# D E♭ E C A♭ G F F# B B♭ A

그러나 귀오네는 쇤베르크의 연주 통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즉,

<악보 13>을 보면 각 마디마다 박자가 변하거나 메트로놈 표시가 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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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특히 제4-5마디의 화살표는 그 안에서조차 템포 변화를 요구하는 기호

이다. 즉, 상행하는 화살표(↗)는 점점 빠르게(accellerando), 하행하는 화살

표(↘)는 점점 느리게(rallentando) 연주하기를 지시이다. 이와 같이 세밀한

기호들이 악곡에 많이 표기되어 있는데, 귀오네는 악보 서문에 이런 기호

들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4> Guyonnet, <폴리포니 Ⅱ>에 제시되어 있는 템포 기호들

기호  설명

점점 빠르게 (accellerando)

점점 느리게 (rallentando)

56과 72 사이에서 자유롭게 템포 변화
(tempo change ad lib. (max., min.))

갑자기 빨라짐 (suddenly quicker)

갑자기 느려짐 (suddenly slower)

긴 늘임표 (long fermata)

보통 늘임표 (moderate fermata)

짧은 늘임표 (short fermate)

호흡 (breathing pause)

매우 짧은 호흡 (very short breathing pause)

길게 연장한 호흡 (prolonged breathing pause)

이 곡은 리듬과 템포 뿐 만 아니라 다이내믹도 그 범위가 ppp부터 ffff까

지 광범위하고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 모든 요소들은

마지막에서 극대화 된다.



- 38 -

<악보 14> Guyonnet, <폴리포니 Ⅱ>, 끝부분

악보 출처: Universal Edition. Zurich.

한편, <악보 14>에서의 첫 단은 무 마디로 되어 있는데, 전통적인 카덴

차를 연상시킨다. 악보에서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호( )는 한 번 연

주한 후 아티큘레이션이나 페달 등을 연주자가 다양하게 바꾸어 다시 연주

하라는 기호이고, 그 단 끝의 긴 화살표는 연주자 중 한 명이 카덴차를 끝

내는 신호를 보내라는 지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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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른 음악양식을 연상시키는 음악으로서 첫 번째로 안드리센23)의 <세

리>(Séries, 1958)는 12개의 짧은 부분으로 구성된 단악장 작품이다. 첫째

부분은 12마디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7마디의 첫 음 C#까지가 기본 음렬이

고, 이 C#부터 바로 역행음렬이 진행된다.

23) 안드리센은 네덜란드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다. 1962-64년에는 밀라노와

베를린에서 이탈리아의 아방가르드 작곡가인 베리오(Luciano Berio, 1925-2003)

와 함께 공부했으며, 현재까지 네덜란드에서 국제적인 새로운 음악 분야에 중

심으로 서 있다. 초기 작품은 다양하고 대중적인 실험적 경향이 나타나고, 이후

에는 재즈와 최소주의의 영향도 받는다.

http://www.boosey.com/pages/cr/composer/composer_main?composerid=2690&t

type=BIOGRAPHY [접속일: 2017.10.31.]



- 40 -

<악보 15> Andriessen, <세리> No.1, 마디1-12

악보 출처: https://webshop.donemus.com/action/front/sheetmusic
[접속일: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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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음렬 ç              è    역행 음렬

B F G♭ E A♭ G A B♭ D# D C C# C D D# B♭ A G A♭ E G♭ F B

<악보 15>를 보면, 베베른의 음악처럼 음들이 많은 쉼표들과 함께 개별

적으로 취급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곡에서는 흥미로운 지시

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살짝 누르라는 지시

(senza suona.: ◇ 표시의 음들)가 붙어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음들이

기본 음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렬 중에 실제로는 소리 나지 않는 음

들도 있게 된다.

<세리>의 두 번째 곡에서는 또 다른 음렬로 시작하는데, 첫 번째 곡보

다 상대적으로 긴 음가를 사용하며 기본 음렬의 등장이 3개의 마디 안에서

완료된다. 이 곡에서는 페달 포인트 같이 긴 B음과 B♭음이 senza suona.

가 아니라 실제로 울리는 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즉, 일시적으로 중심음 역

할을 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곡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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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Andriessen, <세리> No. 1, 마디1-3

악보 출처: https://webshop.donemus.com/action/front/sheetmusic
[접속일: 2017.10.31.]

기본 음렬

E♭ C B C# D B♭ A♭ G♭ G A E F

크레넥24)의 <바젤 제품>(Basler Massarbeit Op.173, 1960)은 엄격하게

구성된 12음렬과 이것의 전위, 역행 형태에 근거한 6개의 짧은 소품이다.25)

<악보 17>을 보면 마디1-2에서 기본 음렬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4) 크레넥은 오스트리아와 베를린에서 공부를 하였고,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활동을 한다. 1939-1942년에는 뉴욕의 배서 대학교(Vassar College)에서 교수직

을 맡았다. 그의 초기 작품은 후기 낭만적인 경향을 보이다가 1933년 완성된

그의 오페라 Karl Ⅴ에서 처음으로 12음기법을 선보인다. Neil Butterrworth,

Dictionary of American Classical Composers, 256.
25) Mauice Hinson, Music for More than One P iano(Indiana: University Press,
2001),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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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표는 단순의 하나의 숫자로 주어져 있는데, 8분음표 단위의 개수를 나

타낸 것이고(즉 7/8), 두 마디 단위로 바뀔 정도로 불규칙성이 강조되어 있다.

<악보 17> Krenek, <바젤 제품> Op. 173, 마디1-3

악보 출처: http://www.sheetmusicplus.com/look_inside?R=2423749
[접속일: 2017.10.31.]

기본 음렬

D A G# C D♭ B E♭ G F# E F B♭

그 밖의 그룹에 속하는 12음기법은 이 음들이 엄격한 하나의 체계 안에

들어있지 않거나 클러스터를 이루는 화음 형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다. 먼저, 라이터르26)의 <관계>(Relations, 1978)는 매우 독특하게 화음으

로 구축된 12음렬로 시작된다.

26) 라이터르는 네덜란드의 오르가니스트이자 작곡가이다. 그는 암스테르담 음악

원에서 리우(Ton de Leeuw, 1926-1996)에게 작곡을 배웠으며, 1973-1995년 암

스테르담 음악원에서 작곡을 지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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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Ruiter, <관계>, 마디1-4

악보 출처: https://webshop.donemus.nl/action/front/sheetmusic
[접속일: 2017.10.31.]

<악보 18>에서 제1마디의 화음을 이루는 음정을 나열하면 12음이 된다.

그러나 이 음들이 동시에 울리기 때문에 그 음렬의 순서를 바로 알 수는

없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실제 음향이 12음이 동시에 울리는 클러스터

와 그 효과가 같은 것이다. 각 마디마다 제시된 표시는 앞의 화음을

반복하라는 기호이다. 이러한 형태로 화음 연주가 진행되다가 12음기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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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연결구 이후에 <악보 19>의 제36마디 피아노Ⅰ에서 마침내 음렬

이 순서대로 제시된다. 이 부분의 피아노Ⅰ과 피아노Ⅱ의 음렬은 얼핏 서

로의 전위 형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음렬로 되어 있다.

<악보 19> Ruiter, <관계>, 마디35-36

악보 출처: https://webshop.donemus.nl/action/front/sheetmusic
[접속일: 2017.10.31.]

기본 음렬

F B♭ C G E C# D# A F# G# B D

짐머만27)의 <전망>(Perspektiven, 1955-56)은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27) 짐머만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사이에 유행했던 다양한 학파로부터 독립적으

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계발하고 발전시켜간 독일의 작곡가이며, 철학, 독문학,

음악 교육 등을 공부하였다. 12음기법은 그의 초기 작품에 속하지만, 그의 음렬

사용은 제2비엔나 악파의 스타일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개인화되고 조절된 것이다. Andrew D. McCredie, “Zimmerrmann, Bernd

Alios,” in The New Grove Dictionary, 27: 83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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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발레음악’이라는 부제가 있는 작품으로, 1950년 후반 그의 가장 중

요한 작품 중 하나이다.28)

<악보 20> Zimmermann, <전망>, 마디1-6, 13-26

//

28) 이 곡은 다름슈타트 여름 강좌 10주년 위촉 작품이며 짐머만의 첫 음렬작품이

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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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출처: Schott Musik GmbH & Co. KG. Mainz.

<악보 20>을 보면, 제17마디 끝과 제22마디에서 각각 음악적 흐름이 크

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1-17마디까지는 두 대의 피아노 모두가 저음

에서 화음을 연주하는데, 앞의 라이터르의 경우처럼 제1마디의 화음을 구

성하는 음들을 나열하면 12음이 된다(E♭ G F B A C# G♭ B♭ D A♭

C E). 제17마디부터의 진행은 베베른의 점묘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듯한 모

습으로 바뀌는데, 각각의 음렬로 이루어진 두 피아노가 서로 대화하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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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게 춤을 추는 듯한 효과를 자아낸다. 제22마디부터의 진행은 그 앞과 유

사하지만, 음들이 상대적으로는 더 연결되어 있다.

17-18마디 피아노Ⅰ 음렬 B♭ G♭ F A♭ E♭ A G C# D B E C

18-19마디 피아노Ⅱ 음렬 A♭ G♭ G B♭ E♭ B F C# C A E D

이 곡은 15분 정도의 연주 길이를 갖고 있는 긴 곡인데, 진행 될수록 어

려워지는 테크닉과 함께 두 피아노의 세밀한 상호 화합이 그 어떤 음악보

다도 요구되는 것이다. 다음은 그 한 예이다.

<악보 21> Zimmermann, <전망>, 후반부

악보출처: Schott Musik GmbH & Co. KG. Mainz.

<악보 21>을 보면, 매우 빠른 템포(♪=132)에서 한 음 단위로 양손에서

다이내믹과 악센트가 바뀌는데, 피아노Ⅰ과 피아노Ⅱ의 시작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피아노 연주자 간에 고도의 세밀한 교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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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시주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원시주의적인 작품으로는 3곡을 들 수 있다.

<표 5> 1950년 이후의 원시주의 양식 작품들

이름
(국적)

생몰년도 작품명
작곡년도
(출판년도)

연주
시간

Camilleri, C.
(몰타)

1931- Taqsim
1967
(1975)

16

McLean, P.
(미국)

1942- ◆ Interplanes
1970
(1978)

/

Samama, L. 1951-
◆ Variations and Fantasies 
on a Passacaglia Theme

1977-78 15

◆ 악보 제시된 곡

맥린(Priscilla McLean, 1942- )29)의 <날개 사이>(Interplanes, 1970)는

제목 없는 두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악장은 두 피아노의 다

른 리듬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폴리리듬과 당김음 및 악센트 사용으로 인한

리드믹컬한 분위기가 주를 이룬다. 또한 pp에서 fff에 이르는 다이내믹의

강력한 변화도 종종 볼 수 있다.

29) 맥린은 미국 작곡가이면서 전자음향 음악 연주자이다. 그녀는 인디애나 대학

에서 수학하면서 크세나키스(Iannis Xenakis, 1922-2001)의 영향을 많이 받았

다. 그녀의 작품들은 추상적인 오케스트라와 실내악에서부터 극적인 전자 음향

음악 작품까지 다양한 분야에 이른다. Barbara A. Petersen, Lesley A. Wright,

“McLean, Priscilla,” in The New Grove Dictionary, 15: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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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McLean, <날개 사이> 제1악장, 마디1-9

악보 출처: MIC Publications. NY.

<악보 22>를 보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과 유사하게 피아노Ⅰ

에서는 동음 연타의 연속되는 오스티나토 음형에 악센트가 불규칙적으로

붙여져 있고, 피아노Ⅱ에서도 작은 음형의 리듬이 연속적으로 불규칙하게

재등장하고 있다. 또한, 제2악장에서는 화음에서 원시주의적 특징이 두드러

진다. <악보 23>을 보면, 3도로 쌓여져 있는 화음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단순하게 들리는 형태, 즉 5도씩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음이 선호되고 있고,

그밖에 2도 음정의 충돌 등이 다소 가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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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McLean, <날개 사이> 제2악장, 마디1-6

악보 출처: MIC Publications. NY.

사마마(Leo Samama, 1951- )30)의 <파사칼리아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환상곡>(Variations and Fantasies on a Passacaglia Theme, 1977-78)에

서도 제한된 요소와 불규칙성이 나타난다.

30) 사마마는 네덜란드 출신으로서 모든 시대의 음악을 수용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적 경향을 보이는데, 최소주의와 스트라빈스키의 오스티나토 패턴 등을 자신만

의 대위법 양식으로 계발하기도 했다. Michael van Eekeren, “Samama, Leo,”

in The New Grove Dictionary, 22: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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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Samama, <파사칼리아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환상곡>, 마디1

악보 출처: https://webshop.donemus.com/action/front/sheetmusic
[접속일: 2017.11.23.]

<악보 24>를 보면, 피아노Ⅰ에서는 옥타브 음형이 반복되는데 세 번째

반복부터는 3그룹으로 리듬이 나뉘며 악센트에 변화가 생긴다. 피아노Ⅱ에

서는 진행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7도 음정이 5도나 증4도의 간격

으로 느리게 연속 하행 도약하는 단순한 진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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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전주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신고전주의 작품을 작곡가들의 알파벳 순으로 도

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1950년 이후의 신고전주의 양식 작품들

이름
(국적)

생몰년도
작품명
(다악장)

작곡년도
(출판년도)

연주
시간

Auric, G.
(프랑스)

1899-1983
Double-Jeux Ⅰ 1970 3

◆ Double-Jeux Ⅲ 1971 4

Badings, H
(네덜란드)

1907-1987

◆ Balletto Serioso
(1st: Lento Introduction; 2nd: 
Theme, 4Variations; 3rd: Them 
di Valsa; 4th: Largo)

1955 25

Bozza, E.
(프랑스)

1905-1991

◆ Sonate pour deux pianos
(1st: Andante maestoso; 2nd: 
Andante molto moderato; 
3rd: Allegro vivo)

(1963) /

Fuleihan, A. 
(미국)

1901-1970

Toccata
(1st: Introduction; 2nd: 
Variation; 3rd: Interlude; 4th: 
Fugue)

1965 /

Merilainen, 
U. (핀란드)

1930-2004 Papillons 1969 17

Milhaud, D.
(프랑스)

1892-1974

◆ Six Danses en Trois 
Mouvements Op.433
(1st: Tarantella-Bourree; 2nd: 
Sarabande-Pavane; 3rd: 
Rumba-Gigue)

1970 6

Poulenc, F. 
(프랑스)

1899-1963

◆ Sonata
(1st: Prologue; 
2nd: Allegro molto; 
3rd: Andante lyrico; 
4th: Epilogue)

1952-53 19

Rivier, J.
(프랑스)

1896-1987
Quatre sequences dialoduees 
pour deux pianos

(1973) 19

 ◆ 악보 제시된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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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을 보면 작곡가 8명 중 7명이 유럽 출신이며 프랑스 작곡가 5명

중 3명은 프랑스 6인조에 속한다. 이들은 1920년대부터 프랑스에서 명성을

날리는데,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1950년 이후의 작품에서도 신고전주의

양식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악곡을 제시할 수 있는 5명의 작품을 장르

에 따라 소나타(2명), 춤곡(2명), 그 밖의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소나타 작품 중 보짜(Eugēne Bozza, 1905-1991)31)의 <두 대의 피

아노를 위한 소나타> (Sonate pour deux pianos, 1963)는 형식 자체에서는

전통적인 형태의 ‘빠른-느린-빠른’의 3악장으로 되어 있다. 제1악장은 24마

디에 달하는 Andante maestoso의 느린 도입부를 갖고 있는데, 음악적으로

도 주제부와 서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 후의 진행은 템포 변화와 함께

느슨한 소나타 형식 안에서 판타지적인 뉘앙스의 화려함을 보여준다.

31) 보짜는 프랑스의 작곡가 및 지휘자로서, 1939년부터 파리 오페라 코미크의 지

휘를 맡았고, 1951년부터는 발랑시엔에 있는 국립음악학교에서 교장을 역임하

였다. 그는 신고전주의 작곡가로 알려져 있으며, 교향곡, 칸타타, 성악곡, 오페

라, 협주곡 등 다양한 장르에서 많은 작품을 남겼다.

(https://en.wikipedia.org/wiki/Eugène_Bozza) [접속일: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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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Bozza,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1악장, 마디1-3

악보 출처: Alphonse Ledus. Paris.

<악보 25>를 보면, 느린 도입부는 부점 리듬의 옥타브 음형으로 ‘장엄’

하게 연주된다. 제1마디의 피아노Ⅱ 음형을 제2마디에서 피아노Ⅰ이 받아

서 변주하는데, 이러한 형태는 제1악장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서주부 후에 제1주제부로 연결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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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Bozza,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1악장, 마디23-28

악보 출처: Alphonse Ledus. Paris.

위의 <악보 26>을 보면, 피아노Ⅱ의 제24마디 마지막 A음을 시작으로

제1주제부(Allegro moderato)가 시작되는데, 서주부의 음형들과 부점 리듬

이 변형된 형태로 재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피아노의 진행은 대위

법적으로 모방 진행한다. 이후에는 템포의 변화와 함께 앞의 특정 모티브



- 57 -

들이 판타지처럼 수없이 변주 반복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재현부에서도

제시부의 소재들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매우 열정적이고 기교적인 진행

을 보여준다.

제2악장은 제1악장과는 대조적으로 느리며 선율적이지만 표현적 뉘앙스

는 역시 장엄함을 추구하고 있다. Coda를 지닌 ABA(A: 마디1-24, B: 마

디25-35, A': 마디36-46, Coda: 마디47-54)의 3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B

부분에서 거대한 ‘Maestoso’가 등장한 후 이 진행은 Coda에서 다시 <악보

27>과 같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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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Bozza,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2악장, 마디49-54

악보 출처: Alphonse Ledus. Paris.

제3악장은 수많은 16분음표 음형과 강하고 생동감 있는 리듬의 진행이

보인다. 주제 선율이 fff에 악센트까지 표기 된 당김음(Syncopation)을 포함

하고 있을 정도로 강한 생동감이 보이는데, <악보 28>의 예와 같이 중간

진행에서는 한 마디씩 변하는 박자표와 불규칙적으로 표기된 악센트와 함

께 더욱 흥미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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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 Bozza,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3악장, 마디59-61

악보 출처: Alphonse Ledus. Paris.

뿔랑(Francis Poulenc, 1899-1963)의 <소나타>(Sonata, 1952-53)는 전통

적인 4악장(프롤로그(Prologue); 알레그로 몰토(Allegro molto); 안단테 릴

리코(Andante lyrico); 에필로그(Epilogue))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 제1악

장에 서곡(Prologue)이 자리 잡고 있어 제2악장이 빠른 템포로, 제3악장이

느린 템포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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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 Poulenc, <소나타> 제1악장, 마디20-38

악보 출처:
http://imslp.org/wiki/Sonata_for_2_Pianos%2C_FP_156_(Poulenc%2C_Francis)
[접속일: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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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악장 프롤로그(Prologue)는 C#과 D음으로 만들어진 장7도와 단2도가

고음역에서 ‘매우 느리고 조용하게(Extremement lent et calme)’ 시작한 후

점차적으로 하행하여 모든 성부가 낮은음자리표의 저음역까지 이룬 뒤 제

16마디의 피아노Ⅰ에서 선율적 진행이 등장하고, 이 선율은 6마디 연주 후

제22마디의 피아노Ⅱ로 이동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 선율의 대화는 한

번 더 나타난 후 제34마디에서 끝난다. 이 곡은 중심음만 확정적인 자유

조성 형태의 진행을 특징으로 하는데, <악보 29>의 예와 같이 중심음으로

C#이 부각되어 있을 뿐 아니라 5도 위의 G#도 부차적으로 강조되어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35마디에서는 템포 변화(animez progressivement)와 함

께 음형이나 조 중심도 B♭ 단조로 바뀌는 대조적인 진행이 나온다. 이와

같이 제1악장에서의 진행은 유기적인 기승전결 식 대신 대조적인 부분들이

순서대로 나오는 특징을 보인다.

<악보 30> Poulenc, <소나타> 제2악장, 마디1-2

악보 출처:
http://imslp.org/wiki/Sonata_for_2_Pianos%2C_FP_156_(Poulenc%2C_Francis)
[접속일: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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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악장은 전통적으로 빠른 템포의 제1악장에 해당하고, 느슨한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위의 <악보 30>의 제1마디를 보면 피아노Ⅱ는 A단3

화음으로만 되어 있는 반면 피아노Ⅰ은 G#장3화음으로 시작되어, 두 피아

노가 서로 다른 화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발전부에서는

전통적으로 절정에 달하는 진행을 볼 수 있는데, 페르마타, 도약화음, 반음

계적 진행, fff 등이 그것이다. <악보 31>은 그 예들이다.

<악보 31> Poulenc, <소나타> 제2악장, 마디50-59, 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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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출처:
http://imslp.org/wiki/Sonata_for_2_Pianos%2C_FP_156_(Poulenc%2C_Francis)
[접속일: 2017.11.06.]

제3악장은 전통적으로 느린 악장인 제2악장에 해당되고, “Epilogue”인 제

4악장은 전통적으로 경쾌한 스케르초와 빠른 종악장을 종합해 놓은 것 같

은 특징을 보인다. 다음은 제4악장의 시작 부분이다.



- 64 -

<악보 32> Poulenc, <소나타> 제4악장, 마디1-5

악보 출처:
http://imslp.org/wiki/Sonata_for_2_Pianos%2C_FP_156_(Poulenc%2C_Francis)
[접속일: 2017.11.06.]

<악보 32>를 보면, “Allegro giocoso”의 경쾌함과 고전 소나타 종악장의

일반적 특징이기도 한 추진력 있는 빠른 진행의 결합을 느낄 수 있다. 또

한 조표가 없는 가운데 임시표도 과도할 정도로 붙여져 있는데, 제1마디의

B♭장3화음으로 시작된 선율이 제5마디에서 D♭장3화음으로 변형되는 뚜

렷한 조성 진행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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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주의적인 춤곡 작품 중 바딩스(Henk Badings, 1907-1987)32)의

<엄숙한 발레>(Balletto Serioso, 1955)는 4개의 악장(Lento introduction;

Theme, four Variations; Them di Valsa; Largo)으로 구성된 작품인데, 모

두 복조성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악보 33>을 보면, 전체적으로 피아

노Ⅱ에서의 C음이 페달 포인트로 지배적인 가운데, 그 밖의 상성부 진행은

올림표와 내림표가 자유롭게 적용된 복조성적인 특징을 보인다. 또한 제1

마디에서 피아노Ⅱ의 등장이 매우 느린 템포(Lento)에서 양손 모두 낮음음

자리표로 이루어지고 음가들도 전체적으로 긴 것 등이 ‘엄숙한 발레’ 표제

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32) 바딩스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헤이그 왕립음악원(Royal Conservatory at the

Hague)의 감독자이기도 하다. 그의 음악은 힌데미트 스타일과 가까운 신고전주

의와 균형잡힌 형식을 보인다. Cameron McGrow, P iano Duet Repertoire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201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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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 Badings, <엄숙한 발레> 제1악장, 마디1-3, 7-9

악보 출처: https://webshop.donemus.nl/action/front/sheetmusic
[접속일: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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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곡의 다른 예로, 미요의 <6개 춤곡과 세 개의 악장>(Six Danses en

Trois Mouvements Op.433, 1970)은 독특한 특징을 보여준다. 두 대의 피아

노가 각각 서로 다른 두 개의 춤곡을 동시에 연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1악

장은 타란텔라(Tarantella)-부레(Bourree), 제2악장은 사라방드(Sarabande)-

파반느(Pavane), 제3악장은 룸바(Rumba)-지그(Gigue)로 묶여 있다. 다음의

<악보 34>는 제1악장과 제3악장의 시작 부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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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Milhaud, <6개 춤곡과 세 개의 악장>

제1악장, 마디1-4

제3악장, 마디1-4

악보 출처: Editions Max Eschig.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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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34>를 보면, 각각 피아노Ⅰ과 피아노Ⅱ가 다른 춤곡을 다른

박자로 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3악장의 경우에는 당김음을

특징으로 하는 남미 춤인 룸바와 전통적인 바로크 춤곡 지그가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두 대의 피아노로 연주할 경우 서로 다른 두 개의 춤곡을 동

시에 연주하는 형태로 인한 연주의 어려움은 불가피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제1악장은 피아노Ⅰ의 3분할 리듬과 피아노Ⅱ의 2분할 리듬으로 인해 폴리

리듬(Polyrhythm)이 형성된다.

한편, 이 작품은 독주곡으로도 연주가 가능한데, 그 경우 6개의 춤곡을

한 곡씩 나열하여 하나의 모음곡으로 연주하거나 혹은 세 개의 춤곡으로

된 두 개의 모음곡(1. 타란텔라-사라방드-룸바; 2. 부레-파반느-지그)으로

구성하여 연주할 수 있다.33) 그러나 이 작품을 독주곡으로 연주할 경우, 두

대의 피아노로 연주할 때 들을 수 있는 폴리리듬이나 서로 다른 분위기의

춤곡을 동시에 연주했을 때 나타나는 색다른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고전주의 작품으로 살펴볼 것은 오릭(Georges Auric,

1899-1983)의 표제음악 <이중 놀이>(Double-Jeux Ⅲ, 1971)이다. 단 악장

의 긴 작품이지만 연주시간이 4분에 불과할 정도로 템포가 매우 빠르다.

스타카토의 짧은 도약을 주고받는 형태로 시작된 후 여기에 새로운 요소들

이 차례로 더해지며 박자와 음역 변화도 다채롭다.

33) Mauice Hinson, Music for More than One P iano,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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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5> Auric, <이중놀이 Ⅲ>, 마디1-4

악보 출처: Salabert Editions. Paris.

<악보 35>를 보면, 제1마디의 피아노Ⅰ 양손 진행이 하나의 음형 단위

로 등장한 후 이것이 다양하게 변주되는 식으로 진행된다. 다음은 이후 다

른 요소들과의 혼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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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 Auric, <이중놀이 Ⅲ>, 마디13-16

악보 출처: Salabert Editions. Paris.

<악보 36>을 보면, 제1마디에 나타났던 피아노Ⅱ의 반음 음정이 여기에

서는 반음계적 선율로 늘어나 있고, 그밖에 화음의 아르페지오적 진행이

새로 더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또 다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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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 Auric, <이중놀이 Ⅲ>, 마디63-65

악보 출처: Salabert Editions. Paris.

<악보 37>을 보면, 트릴이 더해졌을 뿐 만 아니라 곡의 진행을 지배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8va.와 높은음자리표에서의 매우 높은 음

역과 박자의 다양한 변화(1/8→7/4→5/4) 등이 표제인 ‘놀이’의 경쾌함을 더

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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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방가르드

1950-1970년에는 음악에 대한 기존의 개념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 시기는 흔히 음악적 아방가르드 시대로도 불린다. 피아노 음악

과 관련된 대표적 경향으로는 12음기법이 주제선율 뿐만 아니라 음악의 다

른 파라미터(Parameter), 즉 음길이, 다이내믹, 음색 등에도 조직적으로 순

서가 적용되는 총렬주의, 이와는 대조적인 우연성, 음향 또는 음색이 음악

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는 음향음악(음색음악) 등을 들 수 있다.34)

1) 총렬주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총렬주의 작품을 작곡가들의 알파벳 순으로 도표

화하면 다음과 같다.

34) 김미옥 외, 『피아노 문헌 연구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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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1950년 이후의 총렬주의 양식 작품들

이름
(국적)

생몰년도 작품명
작곡년도
(출판년도)

연주
시간

Bolcom, W.
(미국)

1938- ◆ Interlude for Two Pianos 1963 8

Boulez, P.
(프랑스)

1925-2016
◆ Structures Book Ⅰ 1951-52 21

   Structures Book Ⅱ 1956-61 23

Fano, M.
(프랑스)

1929- ◆ Sonate 1952 /

Ferneyhough, 
B. (영국)

1943- ◆ Sonata for Two Pianos
1966
(1970)

15

Jeney, Z.
(헝가리)

1943- Desert Plants
1975
(1978)

/

◆ 악보 제시된 곡  

위 <표 7>의 작곡가 중 불레즈를 제외한 4명은 모두 현존하는 작곡가

로, 모두 불레즈의 영향을 받았을 정도로 불레즈의 음악은 총렬주의 전형

이 되었다.35) 불레즈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 <구조 Ⅰ>(Structures

Book Ⅰ, 1951-52)은 총렬주의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된 작품으로서 서로

다른 길이를 갖는 3부분(Ia-Ib-Ic)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분은 템포·

강세·음향의 강도에 따라 세 악장이라 칭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게 구분

된다. 작품 전체는 음높이, 리듬, 다이내믹, 음색의 측면에서 각각 미리 제

시된 음렬에 의해 엄격하게 진행되는데, 이를 위해 불레즈는 그의 스승이

기도 한 메시앙의 총렬주의의 기원으로 일컬어지는 <음가와 강세의 모드>

에 사용된 음렬을 기초로 하여 기본 음렬과 그 변형(역행, 전위, 역행전위)

음렬을 도표로 만든 것이다.

35) 불레즈는 20세기의 음악적 아방가르드 경향을 이끌어 갔던 대표적 작곡가로

총렬주의, 우연성 음악, 전자음악 등 다양한 양식의 작품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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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1> Boulez, <구조 Ⅰ>, 마디1-7

악보 출처: 홍정수 외, 『두길 서양 음악사』,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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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2> Boulez, <구조 Ⅰ>의 음높이, 음길이, 다이내믹, 음색 음렬

악보 출처: 홍정수 외, 『두길 서양 음악사』, 518.

<악보 38–1>과 <악보 38–2>를 보면, 피아노Ⅰ의 음높이는 기본 음렬

로 되어 있고, 음길이는 역행 전위 12번, 다이내믹은 제1마디에서 제7마디

까지 계속 12번, 음색 역시 이음줄인 12번을 따르고 있다. 피아노Ⅱ의 음높

이는 전위 1번 음렬, 음길이는 역행 12번, 다이내믹과 음색은 모두 5번을

사용하고 있다. 제8마디 이후의 진행도 이와 마찬가지로 음높이와 음길이는

음렬 도표에 따르고 있으나, 다이내믹과 음색은 프레이즈에 따라 바뀐다.36)

불레즈의 <구조 Ⅱ>(Structures Book Ⅱ, 1956-61)도 <구조 Ⅰ>과 마

찬가지로 음높이, 음길이, 다이내믹, 음색 모두 음렬화한 작품이다. 단, 두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첫 번째 부분은 10분으로 고정되어 있는 악장

이고 두 번째 부분은 2개의 소품, 6개의 텍스트, 4개의 삽입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부분의 전체적인 형식도 세밀하게 계획되어 있기는 하

지만, 여기서는 소품, 텍스트, 삽입부 등을 선택하는 것이 연주자의 결정에

36) 음렬 도표는 지면상 생략한다. 참고 논문: 신지혜, “현대음악에 나타난 『총렬

주의』에 관한 연구(P. Boulez의 'Structure Ia'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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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도록 되어 있다.37)

불레즈의 <구조> 시리즈와 가장 유사하게 보이는 음악은 프랑스 작곡가

파노(Michel Fano, 1929- )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Sonate,

1952)이다.38) 다음의 <악보 39>는 이 작품의 앞부분인데, 피아노Ⅰ의 독주

로 시작된다. pp부터 ff까지의 다이내믹, 점묘주의적 진행, 한 마디 단위의

박자 변화 등이 그대로 나타난다.

<악보 39> Fano, <소나타>, 마디1-7

악보 출처: Richard Toop, “Messiaen/Goeyvaerts, Fano/Stockhausen, Boulez,”
Perspectives of New Music 13/1 (1974), 166.

Fano, <소나타>의 기본 음렬

37) Mauice Hinson, Music for More than One P iano, 21.
38) 파노는 불랑제와 메시앙에게 사사했으며, 1950년부터 불레즈와의 만남은 그의

음악과 작곡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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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가 이 곡에서 사용한 기본 음렬은 점선을 중심 기준으로 앞의 6개음

과 뒤의 6개음의 음정 관계가 서로 대칭을 이루는 구조이다.39)

총렬주의의 나머지 2곡은 위 음악들과는 대조적으로 구조적 짜임새가 훨

씬 복잡하게 보이는 것들이다. 먼저 볼콤(William Bolcom, 1938- )40)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간주곡>(Interlude for Two Pianos, 1963)의 시

작 부분을 보면 <악보 40>과 같다. 악보를 보면, 부분적으로는 점묘적이기

도 하지만 긴 붙임줄과 긴 음가가 포함되어 있고, 양손이 미세한 리듬적

차이로 세밀하게 연주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39) 이 음렬은 20세기 음악의 헥사코드(Hexachord) 구조와 같이 6음이 서로 대칭

을 이루어, 록버그가 말하는 상호 관계의 헥사코드와 같다. 이귀자, “헥사코드

음계 체계의 이론과 실습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학회논문집 음악연구』

22/1(2000), 309.
40) 볼콤은 미국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서 프랑스에서는 미요와 메시앙에게서

음악을 배웠고,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불레즈의 수업에 참석하면서 1960년대 그

의 초기 작품에는 음렬기법을 도입한다. 그는 불레즈, 슈톡하우젠, 베리오의 작

품을 극찬하며 음렬기법을 사용했지만, 점차적으로 다양한 음악적 어법을 받아

들이면서 자신만의 음악 스타일을 구사한다. 그는 1973년 미시간 대학(The

University of Michigan)을 시작으로 35년 동안 교수직에 몸 담았고, 1988년 퓰

리처 상(Pulitzer Prize)과 2005년 4개의 그래미 상(Grammy Awards)을 수상하

였다. https://www.williambolcom.com/bio [접속일: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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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 Bolcom,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간주곡>, 마디1-7

악보출처: Edward B. Marks Music Compoany and Bolcom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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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니호흐(Brian Ferneyhough, 1943- )41)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Sonata for Two Pianos, 1966) 역시 베베른, 불레즈, 슈톡하우젠

의 영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매우 조직적인 단악장의 음렬 작품인데, 볼컴

의 경우처럼 피아노Ⅰ과 피아노Ⅱ가 동시에 연주해야 하는 부분도 많다.

<악보 41> Ferneyhough,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마디1-11

악보출처: Peters Edition Limited. London.

41) 페르니호흐는 영국 출신으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음악학교, 캘리포니아 대학,

현재 스탠포드 대학에서 작곡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음악은 고도로 복잡한 표

기법과 불규칙한 리듬이 특징적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Brian_Ferneyhough [접속일: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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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을 보면 박자와 메트로놈 기호의 잦은 변화 뿐 만 아니라

‘5:4,’ ‘3:2’ 등과 같이 리듬을 비율로 연주하도록 세분화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넓은 음역에 분포된 음들과 각 음형마다 다이내믹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곡의 다이내믹 범위는 아래 <악보 42>의 예와 같이 ppppp부터

fffff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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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 Ferneyhough,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마디314-323

악보출처: Peters Edition Limited.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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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연성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우연성 양식 작품들에서는 불확정성과 알레아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난다. 먼저 작품들을 작곡가들의 알파벳 순으로 도표화하

면 다음과 같다.

<표 8> 1950년 이후의 우연성 양식 작품들

이름
(국적) 생몰년도 작품명 작곡년도

(출판년도)
연주
시간

Beerman, B.
(미국) 1943- ◆ Sounds and Wails of 

the Past (1981) /

Biel, M. von
(독일) 1937- Für Zwei Klavier 1,2,3 1960-61

(1971) 20

Brown, E.
(미국) 1926-2002 ◆ Twenty Five Pages 1953

(1975) 8-25

Cacioppo, G.
(미국) 1926-1984 ◆ Cassiopeia 1962

(1981) /

Cardew, C.
(영국) 1936-1981

Two Books of Study for 
Pianists/Music for Two 
Pianos

1958
(1966) /

Lindberg, M.
(핀란드) 1958- Play Ⅰ 1979 15

Lumsdaine, D.
(오스트레일리아) 1931- Flights 1967

(1975)
20-
23

Pousseur, H.
(벨기에) 1929-2009 ◆ Mobile 1957-58

(1961)
12-
15

◆ 악보 제시된 곡 

위의 <표 8>을 보면, 대부분 미국과 유럽 작곡가들로 이루어져 있고, 연

주 시간이 8분에서 25분까지 광범위하다. 이들 곡 중 불확정성 음악은 1곡

이고 나머지는 모두 알레아 음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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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만(Burton Beerman, 1943- )42)의 <과거로부터의 소리와 비

탄>(Sounds and Wails of the Past)은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의 작

품이다(악보에 표기된 기호들은 서문에 설명이 되어 있다).

<악보 43> Beerman, <과거로부터의 소리와 비탄>, 시작 부분

악보 출처: American Composers Edition Publishing. (BMI)

위의 <악보 43>에서 표시는 초 단위의 쉼표, 는 반

복을 의미한다. 피아노Ⅰ과 피아노Ⅱ가 쉼표나 반복표 등을 통해 같이 맞

42) 비어만은 미국의 현대 음악계에 주요 작곡가이자 클라리넷 연주자이다. 그의

음악은 다큐멘터리 영화, 실내악 및 오케스트라 음악, 대화식의 실시간 전자 기

술, 대화식의 비디오 아트, 연극, 무용 및 악보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http://www.burtonbeerman.com/new/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

le&id=91&Itemid=157 [접속일: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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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 곡의 중간 부분에는 연주자들이 원한다면 ‘가

성’(falsetto)으로 노래 할 수 있다는 지시도 포함되어 있다. 그 예로 <악보

44>에서의 성악 성부는 가능한 부드럽고 작은 비브라토로서 마치 피아노

음색처럼 들려야 한다.

<악보 44> Beerman, <과거로부터의 소리와 비탄>, 중간 부분

악보 출처: American Composers Edition Publishing. (BMI)

브라운(Earle Brown, 1926-2002)43)의 <25쪽>(Twenty Five Pages,

1953)은 알레아 음악으로 연주시간 자체가 연주자들에 의해 8분에서 25분

43) 브라운은 1950년대 이후 미국의 아방가르드 음악을 이끌었던 주요한 작곡가

중 한사람으로 당시 실험적인 작곡가인 케이지, 펠트만(Morton Feldman,

1926-1987), 울프(Christian Wolff, 1934- )와 함께 활동하였다. 아방가르드 단체

에 대한 브라운의 영향은 철학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었다. 특히, 시간 표기

법(Time Notation) 즉흥 연주와 열린 형식(Open-Form) 작곡 구조에 대한 그의

지휘 기법 및 실험은 동시대의 작곡 양상의 일부가 되었다.

http://earle-brown.org [접속일: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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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1대의 피아노부터 25대 피아노까지 연주가 가

능한 곡이기 때문이다.

<악보 45> Brown, <25쪽>, 1쪽

악보 출처: http://earle-brown.org/images/work/full.40.jpg
[접속일: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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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를 보면, 음자리표, 박자표, 마디 줄 등 자체가 일반적인 악보

와는 다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작품명이 페이지의 위와 아

래에 동일하게 쓰여 있는데, 이는 페이지의 어느 면이 위에 있다하더라도

연주할 수 있다는 표시이다. 그리고 모든 오선보는 연주자가 임의로 높은

음자리표나 낮은음자리표로 읽을 수 있으며, 한 단의 연주 시간도 5초에서

15초까지 가능하다.44)

푸쇠르(Henri Pousseur, 1929-2009)45)의 <모빌>(Mobile, 1957-58)은 10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운데 제2, 4, 6번은 별도의 3개 ‘모빌

(Cahier mobile)’ 악보 중 하나를 선택해 연주하도록 되어 있다. 모빌 악보

는 피아노Ⅰ과 피아노Ⅱ의 구별이 없이 한단씩 기보되어 있는데, 아무 지

시 사항은 없지만 연주자가 임의로 모빌 악보 1-3 중 하나를 선택해 같이

연주하도록 되어 있다(각각의 모빌 악보는 동일한 마디수와 박자 변화를

갖고 있다). 단 두 피아노가 끝나는 부분은 두 단으로 악보가 제시되어 있

다. 다음은 ‘주요 부분 악보(Partition principale)’ 즉 모빌 악보 이외의 곡

중 첫 번째 곡의 시작부분이다.

44) Mauice Hinson, Music for More than One P iano, 26.
45) 푸쇠르는 벨기에 출신의 작곡가, 음악 이론가이다. 그는 1950년대 다름슈타트

학회 회원으로 음렬음악 뿐 만 아니라 우연성, 전자 음악 등 다양한 분야를 섭

렵하였다. Pascal Decroupet, “Pousseur, Henri,” in The New Grove Dictionary,
20: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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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6> Pousseur, <모빌> No.1의 첫째 단

악보 출처: Ediziono Suvini Zerboni. Milano.

위의 <악보 46>을 보면, 박자도 마디줄도 없이 두 대의 피아노가 호흡

을 맞추도록 되어 있다. 이후 끝부분에 가면 제2곡은 모빌 악보로 가라는

지시만 다음과 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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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7> Pousseur, <모빌> No.1의 마지막 마디, No.2의 설명

악보 출처: Ediziono Suvini Zerboni. Milano.

이 곡의 No.2는 <악보 47>에 표기된 것과 같이 “모빌 악보를 선택하라

(cahiers mobiles)”는 문구만 있는데, 별도의 3개 모빌 악보 중 하나를 선

택하라는 지시이다. 이 3개의 악보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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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8> Pousseur, <모빌> 중 ‘모빌’ 악보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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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출처: Ediziono Suvini Zerboni. Milano.

<악보 48>을 보면, 피아노Ⅰ과 피아노Ⅱ의 구별 없이 한 단의 악보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3개의 모빌 악보가 같은 마디수와 박자

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아노Ⅰ과 피아노Ⅱ가 각각 다른 모빌 악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단 끝맺음을 위한 악보는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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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성 우연음악인 카치오포(George Cacioppo, 1926-1984)46)의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카시오페이아>(Cassiopeia, 1962)는 문자와 숫자로 표시

된 점들과 연결된 선들의 집합이다. 마치 별자리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데, 이는 천문학에 관심이 많은 카치오포가 카시오페이아 별자리를 바탕으

로 작곡한 것이다.

<악보 49> Cacioppo, <카시오페이아>

악보 출처:
http://www.blockmuseum.northwestern.edu/picturesofmusic/html_zoom/gc_cassio
peia/ [접속일: 2017.11.13.]

46) 카치오포는 미시건 대학에서 수학했으며, 1961년에 ONCE 그룹(음악가, 미술

가, 건축가 및 영화 제작자들이 기술과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공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던 예술가들의 모임)을 공동 창립했다. 이 그룹은

1961-1966년 미시건 주에서 새로운 음악 축제를 개최했으며, 이 기간 동안 많

은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작품이 공연되었다.

https://deepblue.lib.umich.edu/handle/2027.42/120439 [접속일: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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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9>을 보면, 검은색 점마다 표기된 문자는 음정을, 숫자는 음고를

나타내는 것이며, 흰색 점은 소리 없이 건반을 누르기만 하는 하모닉스

(Harmonics)를 의미한다. 점의 크기는 다이내믹을 나타내는 것으로, 점이

크면 다이내믹도 강해진다.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의 길이는 음가를 나타

내는데, 이는 연주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연주자가

악보의 어느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 연주되는 음들이 달라지며, 작품의 길

이도 연주자들의 자유에 맡겨진다.47)

3) 음향음악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음향음악 작품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진행에 음향

음악적 기법이 삽입되어 있는 정도로 가미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밖에 예외적으로 독보적인 것도 있다. 이 곡들을 작곡가들의 알파벳 순

으로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47) Mauice Hinson, Music for More than One P iano,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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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1950년 이후의 음향음악 양식 작품들

이름
(국적)

생몰년도 작품명
작곡년도
(출판년도)

연주
시간

Baervoets, R.
(벨기에) 1930-1989 Riverberi 1980 13

Bussotti, S.
(이탈리아) 1931- Tableaux vivants, avant 

la passion selon Sade 1964 /

Cotel, M.
(미국) 1943-2008 Yetzirah 1979 15

Diemer, E. L.
(미국) 1927-

◆ Homage to Cowell, 
Cage, Crumb, and 
Czerny

1981
(1983) /

Dolin, S.
(캐나다) 1917-2002 ◆ Concerto for Four 

"Queekhoven Revisited" 1977 /

Engelmann, H. U. 
(독일) 1921-2011 Duplum Op.29 1965

(1967) 16

Fontyn, J.
(벨기에) 1930- ◆ Spirales 1971

(1974) 16

Kagel, M.
(독일/아르헨티나) 1931-2008 ◆ Metapiece(Mimetics) 1961 /

Kanach, S. E.
(미국) 1957- Spontaneous Dialogue 1978 19

King, J.
(미국) 1953-

◆ Notes from 
Underground
(the mousehole)

1976
(1978) 18

Kitazume, Y.
(일본) 1945- Inner Space 1978 /

Kunst, J.
(네덜란드) 1936-1996 ◆ Stenen Eten (The 

Stone-Eaters) 1965 5

Lazarof, H.
(미국/불가리아) 1932-2013 Intonazione (1972) 12

Louvier, A.
(프랑스) 1945- ◆ Etudes pour 

Agresseurs Book.4 
1967-72
(1977) /

Meijering, C.
(네덜란드) 1954- ◆ Ace 1978 6

Pleskow, R.
(미국/오스트리아) 1931- Music for two pianos 1965 9

Swayne, G
(영국) 1946- ◆ Synthesis for Two 

Pianos Op.15 1974 13

Vidovszky, L.
(헝가리) 1944- Double 1972 /

Wyttenbach, J.
(스위스) 1935- Nachspiel in drei Teilen 1966 8

◆ 악보 제시된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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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9>을 보면 19개 작품이 음향음악 양식을 포함하고 있는데, 유

럽 작곡가가 전체의 2/3 정도로 지배적이다. 작품들은 크게 기보 자체가

오선보가 아닌 새로운 1곡, 오선보에 새로운 기보 형태가 적용된 3곡, 전통

적 기보와 연주에 클러스터 음향이 포함되어 있는 나머지 곡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

기보 자체가 전적으로 새로운 곡은 카겔(Mauricio Kagel, 1931- )48)의

<모방>(Metapiece, 1961)인데, 총 13페이지의 악보가 기다랗게 연결되어

아코디언처럼 접혀 있다. 이 작품은 독주나 다른 악기와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작품이며, 연주 중에 손뼉 치기, 발 구르기, 피아노 건반 뚜껑

(fallboard)을 두드리거나 문지르기 등의 제스처를 포함하기도 한다. 다음의

<악보 50>은 <모방> 작품의 시작 부분이다.

<악보 50> Kagel, <모방>, 시작 부분

48) 카겔은 아르헨티나 태생으로 독일의 작곡가, 영화 제작자, 극작가이다. 그의

많은 작품의 구조는 역설, 분열과 모순 같은 파괴적인 수사학 제스처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50년대 독일과 미국의 아방가르드 아이디어는 그의 스타일에 큰

영향을 주었으나 대부분의 작품은 그의 상상력으로 계발되었다.

Paul Attinello, “Kagel, Mauricio,” in The New Grove Dictionary, 13: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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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출처: Universal Edition.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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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0>를 보면, 우연성 음악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주 방법이 세

밀하게 지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각 페이지마다 시작되는 알파벳은 새로

운 화음을 소개한다. 이 화음은 표시된 아티큘레이션(스타카토, 레가토, 포

르타토 등)으로 연주되는데, 숫자로 표시된 부분([1], [2], [3])에서는 주어진

화음 내의 음의 개수만큼 동시에 또는 연결해서 연주한다.

오선보에 새로운 기보 형태가 적용된 2곡 중 하나인 디머(Emma Lou

Diemer, 1927- )49)의 <코웰, 케이지, 크럼, 체르니에 대한 경의>(Homage to

Cowell, Cage, Crumb, and Czerny, 1981)에는 제목에서 나열되어 있는 작

곡가들로부터 받은 영향을 나타내는 음형들이 곳곳에 포함되어 있다. 다음

은 이 곡의 앞부분이다.

49) 디머는 미국의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로서 예일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

위를, 이스트만 학교(Eastman School)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작곡가로 활동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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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1> Diemer, <코웰, 케이지, 크럼, 체르니에 대한 경의>, 마디1-7

악보 출처: Plymouth Music co., Inc.

위의 <악보 51>을 보면, 점선과 시간(5초)이 마디줄을 대신하고 있다.

왼손으로 건반을 소리 없이 누르는 하모닉스 연주에서 오른손의 손톱으로

는 피아노 현 위에 글리산도를 하도록 지시되어 있다. 이런 연주 기법은

코웰의 <에올리안 하프>(Aeolian Harp, 1923)에서 피아노 건반 대신 최초

로 피아노의 현을 터치한 후 그의 제자였던 케이지의 ‘조작된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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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Prepared Piano) 기법으로 이어진 것이다.50) 그리고 하모닉스나 글리산

도 같은 미세한 음향은 크럼의 영향을 암시한다. 악보 둘째 단의 긴 박스

형태는 클러스터의 지시인데, 클러스터는 코웰이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피아노의 현에 직접적인 터치를 하는 방법으로는 <악보 52>의 제24마디

와 같이 손톱으로 현의 위아래를 빠르게 때리거나 제34마디와 같이 왼손으

로 현을 가볍게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의 스타카토 연주로 밴조 악기 음향

을 표현하는 것이 있다.

<악보 52> Diemer, <코웰, 케이지, 크럼, 체르니에 대한 경의>, 마디24, 34

악보 출처: Plymouth Music co., Inc.

50) 조작된 피아노(Prepared Piano)는 피아노줄 사이에 고무나 나무 조각, 금속,

종이 등을 끼워서 음향을 변질시킨 것이다. 작품으로는 <음악책>(A Book of
Music, 1944, <명상을 위한 프렐류드>(Prelude for Meditation, 1944), <소나
타와 간주곡>(1946-1948) 등이 있다. 홍정수 외, 『두 길 서양음악사』,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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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의 중반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두 대의 피아노가 모두 건반에서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연주하는데, <악보 53>과 같이 연습용 음형들의 반복

으로 체르니가 암시되어 있다.

<악보 53> Diemer, <코웰, 케이지, 크럼, 체르니에 대한 경의>, 마디138-140

악보 출처: Plymouth Music co., Inc.

오선보에 새로운 기보 형태가 등장하는 또 다른 곡 중 쿤스트(Jos Kunst,

1936-1996)51)의 <돌을 먹는 사람>(Stenen Eten, 1965)은 제목 없는 2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점묘주의, 클러스터, 빠른 트레몰로, 극단적인

다이내믹 등을 특징으로 한다.52)

51) 쿤스트는 네덜란드 작곡가, 음악학자, 시인이다. 그는 음악 뿐 만 아니라 프랑

스 문학을 공부하여 후에 프랑스 문학 교사로 활동하였고, 암스테르담 음악원

에서는 현대 음악과 작곡을 가르쳤다. 1982년에는 시집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http://www.joskunst.net/bioeng.html [접속일: 2017.11.23.]
52) Mauice Hinson, Music for More than One P iano,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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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4> Kunst, <돌을 먹는 사람>, 마디1-7

악보 출처: https://webshop.donemus.com/action/front/sheetmusic
[접속일: 2017.11.23.]

위의 <악보 54>를 보면, 두 대의 피아노 모두 빠른 트레몰로를 fff와 악

센트로 연주하도록 되어 있는데(보표 사이의 굵은 가로줄이 음표의 지속시

간이다), 정적인 특정 음정들의 트레몰로가 다이내믹의 변화에 따른 음색

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루비에(Alain Louvier, 1945- )53)의 <공격자를 위한 연습곡 제4권>

(Etudes pour agresseurs Book. 4, 1967-72)은 그가 20여년(1964-1983) 동

53) 루비에는 1961년 파리 콘서바토리에 입학 후, 작곡, 분석, 지휘, 하프시코드,

음악사 등을 수학하였다. 그의 초기 작품 중 일부는 메시앙의 영향을 보이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은 수학 공식, 수열, 대수학적 곡선 및 기하학적 모양에 영감을

받았다. Caroline Rae, “Louvier, lain,” in The New Grove Dictionary, 15: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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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작곡한 총6권의 Etudes pour agresseurs 33곡 중 두 대의 피아노를 위

한 5곡(No.19-23)의 모음집이다.54) 제목에 나타나는 ‘공격자(agresseurs)’는

손가락, 손바닥, 주먹, 팔뚝을 의미하는데, 곡마다 시작부분에 표기되어 있다.

<악보 55> Louvier, <공격자를 위한 연습곡 제4권> No.19, 마디1-4

악보 출처: Editions Musicales Alphonse Leduc. Paris.

위의 <악보 55>을 보면, 첫마디의 강한 화음 연주 후 제2마디부터 손바

닥 트레몰로가 시작된다. 이 트레몰로는 제6마디부터 피아노Ⅰ이 지속하면

서 점점 더 넓은 음역으로 확대되는 동안 피아노Ⅱ의 손바닥 음형이 다른

형태로 강하게 연주된다. 20번 연습곡은 <악보 56>과 같이 피아노의 고음

역에서 여리게 시작되는데, 전체적으로 강력한 다이내믹의 대조를 보이는

54) 공격자를 위한 연습곡 제1권: No.1-7, 1964, 피아노; 제2권: No.8-14, 1967, 피

아노; 제3권: No.15-18, 1969, 페달하프시코드; 제5권: No.24-29, 1972, 증폭된

하프시코드와 11개의 현; 제6권, No.30-33, 1983, 오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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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연습곡과는 다른 분위기로 두 피아노간의 색채적인 조화를 위한 신중

한 터치가 요구된다.

<악보 56> Louvier, <공격자를 위한 연습곡 제4권> No.20, 마디1-3

악보 출처: Editions Musicales Alphonse Leduc. Paris.

다음의 21번 연습곡은 두 대 또는 세 대의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는데,

마디에 표시된 초 단위의 연주시간을 정확히 지키면서 연주해야 하는 캐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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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7> Louvier, <공격자를 위한 연습곡 제4권> No.21, 마디1-3

악보 출처: Editions Musicales Alphonse Leduc. Paris.

위의 <악보 57>을 보면, 피아노Ⅰ이 시작한 후 15초 후에 피아노Ⅱ가

제1마디를 시작해야 하며, 피아노Ⅲ가 추가될 경우는 30초 후에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제2마디에 표기된 것과 같이 피아노 마다 연주시간이 조금씩

차이 나면서 결국 이 곡의 마지막 마디에서는 모든 피아노가 동시에 3분

10초로 끝나게 된다. 또한 제2마디에서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 검은 건반

에서 흰건반으로 미끄러지는 주법 등의 새로운 기호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스웨인(Giles Swayne, 1946- )55)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합

성>(Synthesis for Two Pianos Op.15, 1974)은 대부분 전통적인 기보법으

로 되어 있지만 매우 실험적이다. 음향의 미세한 진동까지 듣도록 된 것인

데, 두 대 피아노의 위치부터 다르게 지시되어 있다. 두 대의 피아노가 무

55) 스웨인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학하였고, 1976년에는 메시앙의 수업에 참석하

기 위해 프랑스로 건너가기도 하였다. Susan Bradshaw, “Swayne, Giles,” in
The New Grove Dictionary, 24: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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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위에서 연주될 때 일반적으로는 피아노Ⅰ이 왼쪽에 배치되지만, 여기에

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피아노Ⅱ가 왼쪽에 위치한다. 따라서 피아노Ⅱ의

뚜껑은 반만 열고, 피아노Ⅰ의 뚜껑은 완전히 떼어내도록 지시되어 있다.

<그림 1> Swayne,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합성> 피아노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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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8> Swayne,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합성>, 마디122-128

악보 출처: Novello & Company Limited. London.

이 곡은 피아노의 배치 뿐 만 아니라 음악적인 진행도 세밀하다. <악보

58>을 보면, 댐퍼 페달이 전체적으로 주어져 있는데, 피아노Ⅰ의 경우에는

제122마디에서부터 페달을 사용하지만 연주되는 음은 없고 제127마디에서

슬랩스틱(Slapstick)만 두 번 울리도록 되어 있다. 이는 슬랩스틱의 울림에

공명하는 현의 음향을 페달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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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음악 양식의 나머지 곡들은 모두 전통적인 진행에 클러스터가 중점

적으로 첨가된 진행을 보인다. 돌린(Samuel Dolin, 1917-2002)56)의 <네 개

의 ‘다시 찾은 퀵호븐’을 위한 협주곡>(Concerto for Four “Queekhoven

Revisited,” 1977)은 각각의 화음 연주가 클러스터로 들리는 특징에 음향

음악적 특징이 국한되어 있지만 또 다른 독보적인 점도 포함하고 있다. 즉

이 곡은 두 대의 피아노와 두 명의 타악기 주자를 위한 작품으로서 선택적

으로 두 대의 피아노로만으로도 연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때 악보에

표시된 타악기 부분은 연주에서 생략될 수도 있고, 피아니스트가 옆에 일

부 타악기(탐-탐[Tom-Tom]), 서스펜디드 심벌, 트라이앵글, 우드 블록 등)

들을 준비해 두고 가능할 때 색채를 고려하여 첨가시킬 수도 있다.

56) 돌린은 캐나다의 작곡가로서 1945년부터 왕립 음악원에서 작곡, 음악 이론 및

피아노를 가르친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낭만주의부터 반음계적 및 기타 현

대적인 작곡 기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포함한다.

https://en.wikipedia.org/wiki/Samuel_Dolin [접속일: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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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9> Dolin, <네 개의 ‘다시 찾은 퀵호븐’을 위한 협주곡>, 마디1-5

악보 출처: Canadian Music Centre. (C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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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9>를 보면 두 대의 피아노의 악보 위에 타악기 파트도 덧붙여져

있다. 다양한 화음들이 좁은 음정 차이로 인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선

율적 진행 역시 이런 관계로 좁은 음역의 클러스터와 유사한 음향이 만들

어지게 된다.

퐁탱(Jacqueline Fontyn, 1930- )57)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용돌

이>(Spirales, 1971)는 제목이 없는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유사한 기법으로 되어 있고, 소용돌이가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다. 다음의

<악보 60>은 제1악장의 일부분이다. 시작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기보 형태

로 넓은 음역에 걸쳐 가볍게 연주되나, 중간 부분에서는 수직적인 클러스

터 지시도 등장한다.

<악보 60> Fontyn, <소용돌이>, 제1악장 시작부분과 중간부분

//

57) 퐁탱은 벨기에 출신으로서 왕립음악원 소속인데, 1993년에는 벨기에 왕으로부

터 남작(Baroness)이라는 칭호도 받는다.

http://www.jacquelinefontyn.be/index2.html [접속일: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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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출처: Peer International Corporation. New York.

킹(John King, 1953- )58)의 <지하에 적힌 글(쥐구멍)>(Notes from

Underground(the mousehole), 1976)은 표제와 관련하여 음들이 쥐의 동작을

연상시키는 빠른 진행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클러스터들이 포함되어 있다.

58) 킹은 미국 작곡가로서 오페라, 현악 4중주, 극음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http://www.johnkingmusic.com/biography.cfm

[접속일: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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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1> King, <지하에 적힌 글(쥐구멍)>, 마디1-12

악보 출처: http://www.johnkingmusic.com/works-detail.cfm?workID=162
[접속일: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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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1>을 보면, 쥐가 빠르게 움직이다 멈추어서서 주의를 살피는 것

처럼 빠른 진행의 음표와 긴 쉼표가 교대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긴장감이

중간 중간에 클러스터(원으로 표시)로 반영되어 있다.

메링(Chiel Meijering, 1954-)59)의 <에이스>(Ace, 1978)에서도 음향기법

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긴 트릴과 클러스터는 물론이고 유희적인 빠른 음

형들의 결합도 등장한다.

<악보 62> Meijering, <에이스>, 마디1-5, 33-36, 45-48

//

59) 메링은 암스테르 음악원에서 레류휴에게 작곡을 배웠고, 타악기와 피아노도

공부하였다. 그는 팝, 재즈, 민속음악, 음렬, 최소음악, 고전적인 음악 등 다양한

음악적 세계와 장르를 넘나들며 작곡하여 특징적인 작품을 만든다. Michael

van Eekeren, “Meijering, Chiel,” in The New Grove Dictionary, 16: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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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출처: https://webshop.donemus.com/action/front/sheetmusic
[접속일: 2017.11.23.]

위의<악보 62>의 첫 단은 2도 음정이 트릴로 길게 연결되는 음향을 만

들어내고, 제33마디부터는 두 피아노의 네 성부가 세밀한 리듬을 연주하기

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한 덩어리의 환영적인 음향으로 들리는 ‘음의 유

희’를 경험하게 된다. 제45마디부터는 전형적인 클러스터 화음 음향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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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스트모더니즘

1970년대부터는 아방가르드적 음악 경향이 약화되면서 그 반작용인 ‘포

스트모더니즘’이라고 불리게 되는 사조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두 대의

피아노 작품과 관련해서는 다시 감성을 중요시하는 신낭만주의, 히피문화

와 관련된 최소주의, 여러 양식들이 혼합된 혼합양식 등으로 나누어진다.

1) 신낭만주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신낭만주의 작품을 작곡가들의 알파벳 순으로 도

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1950년 이후의 신낭만주의 양식 작품들

이름
(국적)

생몰년도
작품명
(다악장)

작곡년도
(출판년도)

연주
시간

Edwards, G.
(미국) 1943-2011 Double Play 1970 15

Frid, G.
(헝가리/네덜란드) 1940-1989 Toccata Op.84a (1973) 10

Henze, 
H. W. (독일) 1926-2012

◆ Divertimenti 
(1st: Allegro; 2nd: Con 
spirito; 3rd: Largo; 
4th: Vivace)

1964 /

Leeuw, Ton de 
(네덜란드) 1926-1996

◆ Sonata  
(1st: Moderato 
appassionato; 2nd: 
Minuet; 3rd: Lento; 
4th: Allegro non troppo)

1950 20

◆ 악보 제시된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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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을 보면 작품명 자체가 전통적인 장르들이거나 표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네 작품 가운데 두 곡은 1970년대 이전에 작곡된 것으로서 신

낭만주의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전유물은 아님을 암시해 주기도 한다. 신낭

만주의 작품들은 전체적으로 조중심이 뚜렷한 가운데 색체적인 불협화음과

변화가 많은 다이내믹 등의 공통적인 특징이 보인다.

헨체(Hans W. Henze, 1926-2012)60)의 <디베르티멘토>( Divertimenti,

1964)는 4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조성적인 가운데 다조성도로 포함

되어 있고, 선명한 선율선과 연속적인 동형 진행, 불협화음, 화려한 아르페

지오 등을 특징으로 하는 표현적인 작품이다. 제1악장 알레그로(Allegro)는

강하고 활기차게 시작하는데, 특히 피아노Ⅰ의 셋잇단음표 사용으로 인한

두 피아노의 폴리리듬이 형성되면서 더욱 화려해진다.

60) 헨체는 독일 작곡가이지만, 정치적 성향의 영향으로 1953년부터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많은 음악 활동을 하였다. 그의 음악은 음렬주의, 무조성, 스트라빈스

키, 이탈리아 음악, 아랍 음악, 재즈, 독일 작곡가의 전통 학교의 영향 등 매우

다양한 양식을 보여준다. https://en.wikipedia.org/wiki/Hans_Werner_Henze

[접속일: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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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3> Henze, <디베르티멘토> 제1악장, 마디1-6

악보 출처: Schott Music Gmbh & Co. KG. Mainz.

<악보 63>을 보면, 전통적인 ‘디베르티멘토’의 제1악장처럼 ‘Allegro’의

빠른 템포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중심음이 C#으로 뚜렷하게 드러나 있

는 가운데, 임시표가 자유롭게 많이 쓰이고 있는 것, 변화가 많은 다이내

믹, 8va.를 포함하는 넓은 음역, 연속적인 셋잇단음표 등으로 표현력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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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있다. 이후의 진행 중 독특한 표현적인 예로는 제3악장(Largo)의

레치타티보 풍의 시작과 제4악장의 결정적인 진행을 들 수 있다. 다음 <악

보 64>는 이 가운데 전자를 보여준다.

<악보 64> Henze, <디베르티멘토> 제3악장, 마디1-8

악보 출처: Schott Music GmbH & Co. KG. Mainz.

<악보 64>를 보면, sfff 첫 화음이 페르마타와 함께 3마디 이상에 달하는

정지 상태를 지나며 다이내믹이 decres.로 ‘p’에 이르는 진행은 강렬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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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만들어낸다. 이후 피아노Ⅱ에서 등장하는 낮은 음역의 느린 동음

진행은 ‘express.’ 지시와 함께 표현적인 ‘레치타티보’를 연상시킨다.

<악보 65> Henze, <디베르티멘토> 제4악장, 마디1-9

악보 출처: Schott Music GmbH & Co. KG. Mainz.

<악보 65>는 제4악장의 시작 부분으로 피아노Ⅰ의 여린내기 박을 포함

하는 2/4박자의 빠르고 힘찬 리듬과 함께 돌진하는 듯하다. 그밖에 옥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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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화음, 연타, 화음 트릴, 글리산도, 자유로운 임시표 사용 등 마지막 악장

의 화려함을 나타내는 요소들도 많다.

레류후(Ton de Leeuw, 1926-1996)61)의 <소나타>(Sonata, 1950)도 4개

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느린-빠른-느린-빠른’의 템포 자체는 바로

크적인 구조를 보인다.62)

<악보 66> Leeuw, <소나타> 제1악장, 마디1-8

악보 출처: https://webshop.donemus.com/action/front/sheetmusic
[접속일: 2107.10.31.]

<악보 66>을 보면, 피아노Ⅰ의 오른손은 옥타브 진행이 유지되는 가운

데 선율선이 내성부로 진행되는데, 낮은음자리표의 베이스 진행은 이 선율

과 전위 관계이다. 이와 같은 동일한 음정 관계의 반진행적 진행이 이 곡

의 전반적인 특징으로서 바로크적인 대위적인 진행을 선보인 것이다. 그러

61) 레류후는 네덜란드 출신이며 초기 작품에는 바르톡, 힌데미트, 빌렘 피저

(Willem Pijper, 1894-1947)의 영향이 보이지만, 동양(특히 인도, 일본, 인도네시

아) 여행을 통하여 비서구 음악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게 된다. Rokus de

Groot, “Leeuw, Ton de,” in The New Grove Dictionary, 14: 467.
62) 바로크 시대의 기악음악으로 대표되는 트리오 소나타는 ‘느린-빠른-느린-빠

른’으로 교대되는 4악장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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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정 자체는 2도와 4도 음정을 비롯한 불협화적인 화음의 잦은 사용으

로 매우 표현적이다. 다음 <악보 67>은 상대적으로 훨씬 다양한 리듬 패

턴과 악센트가 사용되어 있는 부분이다.

<악보 67> Leeuw, <소나타> 제1악장, 마디56-58, 65-66

//

악보 출처: https://webshop.donemus.com/action/front/sheetmusic
[접속일: 2107.10.31.]

<악보 67>을 보면, 당김음 진행과 여린내기 박에서의 악센트, 2·4·7도의

불협화음정들, 8va.를 포함하는 넓은 음역 등으로 표현력이 증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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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소주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최소주의 작품을 작곡가들의 알파벳 순으로 도표

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1950년 이후의 최소주의 양식 작품들

이름
(국적)

생몰년도
작품명
(다악장)

작곡년도
(출판년도)

연주
시간

Douw, A.
(네덜란드)

1951- ◆ Go 1977
15-
20

Ligeti, G.
(헝가리)

1923-2006

◆ Drei Stücke für zwei 
Klaviere
(1st: Monument; 2nd: 
Selbstportrat; 3rd: Bewegung)

1976 16

Mather, B.
(캐나다)

1939- Sonata for Two Pianos 1970 15

◆ 악보 제시된 곡

위의 세 곡 중 다우(Andre Douw, 1951- )63)의 <가자>(Go, 1977)는 제

목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쉼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작품이다.

63) 다우는 1970년대 왕립 음악원에서 안드리센과 작곡, 피아노 및 음악 이론을

공부했다. 1980년대부터 힐베르쉼 음악 아카데미(Hilversum Music Academy)

에서 음악 이론을 가르치다가 1995년 암스테르담 음악원에서 후학을 양성하게

된다. http://cocomposers.com/cocomposers.com/andre-douw/

[접속일: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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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8> Douw, <가자>, 시작부분

악보 출처: https://webshop.donemus.nl/action/front/sheetmusic
[접속일: 2017.11.23.]

<악보 68>을 보면 마디 줄이 없이 8분음표가 지속되는데, 기본 음형과

이것의 자유로운 변형들이 페달 없이 fff와 스타카토를 유지하면서 연주하

다가 곡의 마지막에 가서야 크레센도가 등장할 정도로 다이내믹이나 아티

큘레이션의 변화가 없다. 또한 두 대의 피아노 모두가 한 손에 한 음씩만

타건하면 되도록 쉽게 진행되는데, 악보에 실제 연주에서는 낮은음자리표

를 한 옥타브 더 내리라고 지시되어 있기도 하다.

리게티(György Ligeti, 1923-2006)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작품>(Drei Stücke für zwei Klaviere, 1976)은 표제를 갖는 세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소음악 중에는 가장 복잡한 예에 속한다. 제1악장의 부

분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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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9> Ligeti,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작품> 제1악장

마디1-10

마디81-84

악보 출처: B. Schott's Söhne. Mai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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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악장 <기념비>(Monument)는 피아노Ⅰ과 피아노Ⅱ의 박자와 템포

기호가 다른데, 제6마디부터 피아노Ⅰ의 A음들이 등장한다. 이후 제13마디

에서 피아노Ⅱ가 Gb 음으로 합류한 후 이 두 음정이 위의 악보와 같이 서

서히 복잡한 리듬 형태로 변모되는데, 이와 함께 다이내믹도 극단적으로

한 음 마다 계속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제2악장 <자화상>(Selbstportrat)은 제1마디의 하모닉스를 지속한 상태

에서 두 피아노가 모두 높은음자리표에서 동일한 음형을 악보에 표기된 숫

자만큼 반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악보 70>을 보면, 마디줄이 없기 때문

에 음형이 바뀔 때 마다 A, B, C와 같은 문자로 표기되어 있고, 반복하는

개수는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악보 70> Ligeti,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작품> 제2악장, 마디A-K

악보 출처: B. Schott's Söhne. Mai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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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악장 <운동>(Bewegung)은 두 대의 피아노가 동일한 음으로 시작하

는데, <악보 71>을 보면 피아노Ⅰ의 셋잇단음표 리듬과 피아노Ⅱ의 이분

할 리듬이 함께 연주되는 폴리리듬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테

누토가 표기된 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규칙성이 강화되는데, 이 음

형은 높은음자리표에서 p로 조용히 시작되지만 점차적으로 크레센도, 액센

트, 아첼레란도 및 음역의 극대화로 진행되어 제48마디의 fffff에 이르게 된

다. 제49마디에서는 극대화 된 피아노 음역의 범위 안에 칸타빌레의 선율

이 나타나는데 이 선율은 코랄풍의 화음으로 진행되다가 조용하게 곡을 마

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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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1> Ligeti,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작품> 제3악장

마디1-4

마디49-52

악보 출처: B. Schott's Söhne. Mai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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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합 양식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혼합 양식 작품들을 작곡가들의 알파벳 순으로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1950년 이후의 혼합 양식 작품들

이름
(국적)

생몰년도
작품명
(다악장)

작곡년도
(출판년도)

연주
시간

Bank, J.
(네덜란드) 1943- ◆ Two for Four (1979) 13

Bois, Rob du
(네덜란드) 1934-2013 ◆ A Combination of 

Voices
1968 
(1971) 8

Enriquez, M.
(멕시코) 1926-1994 Modulos para dos 

pianos
1965
(1967) /

Goossen, F.
(미국) 1927-2011

◆ For Roy-Suite for 
Two Pianos
(1st: Prelude; 
2nd: Waltzed; 3rd:
Elegy; 4th: Invention)

1980 17

Hawkins, J.
(캐나다) 1944-2007 ◆ Etudes for Two 

Pianos 1974 /

Hobson, R. B. 
(미국) 1943- Sonata 1971 18

Hovland, E.
(노르웨이) 1924-2013 Varianti Op.47 1964 15

Ketting, P.
(네덜란드) 1904-1984

◆ Preludium, 
Interludium e 
Postludium

1969-71
(1977) 18

Lee, N.
(미국/중국) 1924-2013 Fantasie Autour D’ut 1952 10

Matthews, W.
(미국) 1950- Ferns 1976 /

Mihalovici, M.
(프랑스/루마니아) 1898-1985 Cantus Firmus Op.97 1970 4

Moevs, R.
(미국) 1920-2007 ◆ Ludi Praeteriti 1976 8

Ohana, M.
(프랑스) 1914-1992 Sorôn-ngô (1969) 12-

14
Palester, R.
(폴란드) 1907-1989 ◆ Varianti 1963-64

(1967)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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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국적)

생몰년도 작품명
작곡년도
(출판년도)

연주
시간

Quinet, M.
(벨기에) 1915-1986 Novelettes 1973 8

Santos, R.
(필리핀) 1941- ◆ Five Pieces for Two 

Pianos
1970
(1975) /

Sáry, L.
(헝가리) 1940 Catacoustics 1967

(1970) 15

Saxton, R.
(영국) 1953 ◆ Sonatas 1977 10

Smalley, R.
(영국) 1943-2015 ◆ Accord 1974-75

(1978) 43

Winsor, P.
(미국) 1938-2012 Melted Ears 1975 /

◆ 악보 제시된 곡 

<표 12>를 보면, 20곡 중 거의 대부분이 여전히 미국과 유럽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곡들은 크게 2가지와 3가지의 혼합양식으로 나귈 수

있는데, 우선 2가지 혼합부터 살펴보겠다.

첫째로는 신고전주의와 신낭만주의의 결합을 꼽을 수 있는데, 방크

(Jacques Bank, 1943- )64)의 <넷을 위한 둘>(Two for Four, 1979)이 여기

에 해당된다. 이 곡은 두 대의 피아노에서 네 명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작품인데, 다음은 그 시작 부분이다.

64) 방크는 암스테르담 음악원 출신으로서 1974년 작곡상을 받는데, 이 이후 그는

초기의 음렬주의 작곡 기법을 떠나 보다 전통적인 음악을 내놓는다.

http://www.jacquesbank.net/biography.htm [접속일: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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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2> Bank, <넷을 위한 둘>, 마디1-4

악보 출처:
https://webshop.donemus.nl/action/front/sheetmusic/888/Two+for+four
[접속일: 2017.11.17.]

<악보 72>를 보면, 피아노Ⅰ의 악보에서 높은음자리표와 낮은음자리표

에서 두 명, 피아노Ⅱ의 악보에서 역시 두 명이 배치되어 있다. 음악 자체

는 긴 붙임줄에 확실한 조중심과 함께 단순하다. 그러나 많은 변박과 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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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이내믹 지시 등으로 표현력이 강화되어 있다. 이후의 진행은 <악보

73>과 같이 16분음표와 부점 위주의 리듬과 큰 도약 등으로 더욱 분위기

가 격렬해진다.

<악보 73> Bank, <넷을 위한 둘>, 마디28-33

악보 출처:
https://webshop.donemus.nl/action/front/sheetmusic/888/Two+for+four
[접속일: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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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음향 기법과 신고전주의 양식의 혼합을 들 수 있는데, 두 곡

에서 나타난다. 그 하나는 구슨(Frederic Goossen, 1927-2011)65)의 <로이

를 위하여-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For Roy-Suite for Two

Pianos, 1980)으로, <악보 74>를 보면 박자표와 마디줄이 없는 가운데 잦

은 늘임표(Fermata)의 등장과 함께 음향기법의 대표적인 클러스터 화음이

주기적으로 울린다. 정적인 이 화음으로 인한 조 중심의 확립, 그리고 그

사이 사이에 2 옥타브 간격의 단순한 동음 음형들의 반복 등은 신고전주의

양식적 특징에 속한다.

65) 구슨은 미네소타 대학(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였고,

1958년부터 앨라배마 대학(University of Alabama)에서 봉직한다.

https://composers.com/frederic-goossen [접속일: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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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4> Goossen, <로이를 위하여-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제1악장, 시작 부분

악보 출처: American Composers Edition.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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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기법과 신고전주의 양식의 혼합으로 되어 있는 또 다른 한 곡인 케

팅(Piet Ketting, 1904-1984)66)의 <프렐류드, 간주곡 그리고 후주곡>

(Preludium, Interludium e Postludium, 1969-71)은 성격이 다른 세 악장

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악장 프렐류드는 스타카토와 레가토의 상반되는

음형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악곡을 진행하는데, 극대화 된 음역을 누비

면서 전반적으로 강하게 연주된다. <악보 75>를 보면, 전통적인 기보법에

의한 모든 음악적 요소의 지시와 뚜렷한 중심음(악보에서 원으로 표시) 등

으로 신고전주의적 경향에 속한다.

66) 케팅은 네덜란드 작곡가, 피아니스트, 지휘자로, 1930년부터 로테르담 음악원

에서 합창 지휘, 음악 이론 및 작곡을 가르쳤다.

Maddie Starreveld-Bartels, Harrison Ryker, “Ketting, Piet,” in The New
Grove Dictionary, 13: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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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5> Ketting, <프렐류드, 간주곡 그리고 후주곡> 제1악장, 마디1-6

악보 출처: https://webshop.donemus.com/action/front/sheetmusic
[접속일: 2017.11.17.]



- 135 -

한편, 제2악장 간주곡은 프렐류드에 비해 느리고 음향적인 곡이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피아노의 현을 뜯는데, 간주곡 내내 현의 울림과 건반의 타

건을 통한 울림이 대화하는 식의 진행을 한다. 제3악장 후주곡은 프렐류드

와 마찬가지로 빠르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스타카토의 푸가 주제와 대주제

로 곡을 이끌어 간다.

다음으로는 음렬과 음향 기법의 혼합을 들 수 있는데, 역시 두 곡에서

나타난다. 모에브즈(Robert Moevs, 1920-2007)67)의 <옛날의 놀이들>(Ludi

Praeteriti, 1976)에서의 음렬은 악곡 전체에 나타난다.

67) 모에브즈는 하버드 대학 졸업 후 모교에서 음악 이론과 작곡을 가르쳤다. 그

의 1950년대 음악에는 베토벤과 스트라빈스키의 영향이 나타났지만, 이후에는

음향 작곡의 시조인 바레즈(Edgard Varèse, 1883-1965)의 경향을 따른다.

Bruce Archibald, Richard E. Wilson, “Moevs, Rober,” in The New Grove
Dictionary, 16: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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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6> Moevs, <옛날의 놀이들>, 마디1-11

악보 출처: Edward B. Marks Music Corporation. New York.

기본음렬

C B A♭ G F# E♭D C# A B♭E F 

<악보 76>을 보면, 6마디에 걸쳐서 기본음렬이 나타나는데, 2도 하행하면

서 붙임줄로 지속되기 때문에 불협화적인 음색으로 들리게 된다. 또한 <악보

77>에서는 제123마디의 트릴음을 시작으로 12음렬이 사용되는데, 고음에서

2도 음정의 지속적인 트릴 진행과 음렬을 접목한 부분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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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7> Moevs, <옛날의 놀이들>, 마디121-129

악보 출처: Edward B. Marks Music Corporation. New York.

이 곡의 마지막 부분인 <악보 78>의 제129마디 피아노Ⅰ에서는 12음렬

이 카덴차처럼 등장한 후 제189마디에서 수직적인 12음렬로 인한 클러스터

의 음향이 곧이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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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8> Moevs, <옛날의 놀이들>, 마디179-196

악보 출처: Edward B. Marks Music Corporation.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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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스톤(Robert Saxton, 1953- )68)의 <소나타>(Sonatas, 1977)는 음렬과

함께 선율과 화성 간의 모호한 음형으로 색채적인 효과도 나타난다.

<악보 79> Saxton, <소나타>, 마디1-8

악보 출처: Chester Music Ltd.

68) 색스톤은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하였고, 1976년에는

네덜란드 음악제에서 1등 상을 받았으며, 1986년에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장학

금을 받았다. 그의 음악은 초기에 쇤베르크와 카터(Elliott Carter, 1908-2012),

루토스와프스키(Witold Lutoslawski, 1931-1994), 불레즈의 영향을 받았다.

https://en.wikipedia.org/wiki/Robert_Saxton [접속일: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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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79>을 보면 트릴로 시작하는 음정이 모두 겹치면서 제2마디

에서는 D음부터 G음까지의 클러스터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트릴의

형태는 종종 등장한다. 또한, 음렬의 요소로 만들어진 선율과 클러스터적인

화음의 결합으로 인한 독특한 음향도 선보인다. 다음은 그 예이다.

<악보 80> Saxton, <소나타>, 마디174—175

악보 출처: Chester Music Ltd.

그밖에, 보아(Rob du Bois, 1934-2013)69)의 <소리의 조합>(A Combination

of Voices, 1968)은 중심음이 있는 자유로운 음렬기법을 사용한 작품이다.

즉 신고전주의적인 음렬 음악이라 할 수 있다. <악보 81>을 보면, 피아노

Ⅰ에서의 왼손 E♭ 음의 지속은 제13-15마디와 같이 각각 다른 음역대로

계속 등장하는 가운데, 나머지 파트에서는 음렬적인 선율이 진행된다. 그러

나 이 진행도 엄격하지는 않고 반복도 많이 포함된다.

69) 보아는 1960년대에 자유로운 실험적 작업으로, 1960년대 이전의 그의 음악적

생각이었던 12음 기법을 대신하였다.

Huib Ramaer, “Bois, Rob du,” in The New Grove Dictionary, 3: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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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1> Bois, <소리의 조합>, 마디1-3, 13-16

//

악보 출처: https://webshop.donemus.com/action/front/sheetmusic
[접속일: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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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킨스(John Hawkins, 1944-2007)70)의 경우에는 <두 대의 피아노를 위

한 에튀드>(Etudes for Two Pianos, 1974)에서 음향기법과 무조 진행의 혼

합이 보인다. 다음은 총 3곡으로 되어 있는 구성 중 No.1의 일부분이다.

<악보 82> Hawkins,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에튀드> No.1, 마디9-11

악보 출처: http://www.ex-tempore.org/mather1/mather.i.htm
[접속일: 2017.11.17.]

위의 <악보 82>을 보면, 점묘적인 무조음악처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덧붙여, 이 곡에서는 마디별로 템포 변화가 악보에 표기되어 있으며,

70) 호킨스는 캐나다 출신으로 1970년부터 토론토 대학(University of Toronto)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음악 이론, 분석, 작곡 및 관현악을 가르쳤다. 작곡 스타일

은 현대적이면서도 접근하기 쉬운 것을 추구했다.

https://en.wikipedia.org/wiki/John_Hawkins_(Canadian_composer)

[접속일: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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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Ⅱ의 리듬이 점차적으로 복잡해지기 때문에 연주시 두 피아노의 타

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다음의 <악보 83>을 보면, 피아노Ⅱ에서 7개

의 연속적인 음으로 구성된 화음을 통해 클러스터의 효과를 내고 있을 뿐

아니라 피아노Ⅰ에서는 7개의 음을 붙임줄을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진행시

킴으로서 제14마디에서 클러스터 화음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83> Hawkins,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에튀드> No.3, 마디12-14

악보 출처: http://www.ex-tempore.org/mather1/mather.i.htm
[접속일: 2017.11.17.]

다음으로는 3개 양식의 혼합 곡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음렬, 음향, 우연

성 기법의 혼합으로 두 곡이 있다. 팔레스터(Roman Palester, 190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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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변주곡>(Varianti, 1963)은 ‘열린 형식’

(Open Form)으로 되어 있고, 그 자체 안에서는 12음렬이 사용되어 있다.

이 곡은 주제, 간주곡, 코다, 네 개의 변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곡을 연

주할 때 열린 형식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다. 즉, 연주 순서는 ‘주제-변주 2

곡-간주곡-변주 2곡-코다’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네 개의 변주는 피아노Ⅰ

과 피아노Ⅱ의 악보가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다. 이 때, 각각의 연주자가 선

택한 악보로 변주를 구성하는 것이다. 연주자는 네 곡 중에 한곡을 선택하

여 연주하기 때문에 어떤 곡을 선택하였느냐에 따라 음악이 달라지는 이른

바, 우연성 음악이 된다.

다음의 <악보 84>는 피아노Ⅰ과 피아노Ⅱ의 변주 악보 중 각각 2곡씩,

첫째단의 예이다. 악보를 보면 변주곡들은 동등하게 선택될 수 있도록 번

호도 표기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변주가 음악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우연적 결합의 연주가 흥미롭게 된다. 또한 이 작품 전체 악보에는 위와

같이 박자표와 마디선이 없고 간혹 필요한 부분에 한해 점선이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

71) 팔레스터의 초기 작품에는 신고전주의 경향이 뚜렷했지만 1950년대에는 자유

로운 12음기법을 사용한다. 1960년대에 우연성 음악의 요소로 열린 형식을 사

용하기도 하며, 그의 후기 음악에는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자신만의 음악 어법

을 만든다. Zofia Helman, “Palester, Roman,” in The New Grove Dictionary,
18: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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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4> Palester, <변주곡>, 피아노Ⅰ과 Ⅱ의 Variation들의 첫째단

악보 출처: Edizioni Suvini Zerboni. Mil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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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5> Palester, <변주곡>, 주제곡 첫째단

악보 출처: Edizioni Suvini Zerboni. Milano.

이 곡의 음렬은 주제에서부터 등장하는데, 위의 <악보 85>를 보면, 네모

안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기본 음렬이다. 이 음렬은 이후의 간주곡에서

다음과 같이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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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6> Palester, <변주곡>, 간주곡 첫째-둘째단

악보 출처: Edizioni Suvini Zerboni. Milano.

피아노 Ⅱ

주제곡 기본음렬 F Ab E D F# C# B G A Bb Eb C

간주곡 역행 C Eb Bb A G B C# F# D E Ab F

피아노 Ⅰ

주제곡 기본음렬 F# D# G A F Bb C E D C# G# B

간주곡 역행전위 B D A Ab Gb Bb C F Db Eb G E

위의 <악보 86>를 보면, 주제곡에 나타난 기본 음렬이 여기에서는 역행

과 역행전위 되어서 진행되는데, 피아노Ⅱ의 기본 음렬은 역행으로, 피아노

Ⅰ의 기본 음렬은 역행전위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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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에서는 중첩되는 음들로 인한 클러스터 효과와 하모닉스가 나타난

다. 다음 <악보 87>은 코다의 시작 부분이다.

<악보 87> Palester, <변주곡>, 코다 첫째-둘째단

악보 출처: Edizioni Suvini Zerboni. Mil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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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렬, 음향, 우연성의 결합을 보이는 또 다른 곡인 산토스(Ramón Santos,

1941- )72)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5개 작품>(Five Pieces for Two

Pianos, 1970)은 5개의 표제(프렐류드, 게임, 간주곡, 대화, 엘레지)로 이루

어져 있는데, 첫 곡 프렐류드의 시작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72) 산토스는 필리핀의 작곡가, 음악학자 및 민속음악학자이다. 그는 뉴욕 대학에

서 박사학위를 수여 한 후 필리핀 음악 대학의 교수로 재직했다. Lucrecia R.

Kasilag, “Santos, Ramon,” in The New Grove Dictionary, 22: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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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8> Santos,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5개 작품> No.1, Prelude

악보 출처: The Masterpiece of Contemporary Scores.

위의 <악보 88>을 보면, 피아노Ⅰ의 시작 부분에 4개의 그룹이 있는데,

연주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다. 피아노Ⅱ는 각각 다이내믹이 표시된 음

정을 연주하는데, 연주를 마칠 때는 피아노Ⅰ에게 신호를 보내어 같이 끝

나야 한다. 이 후의 셋째단으로 가서는 두 피아노가 모두 클러스터 음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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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첫 곡에서 이미 우연성과 음렬, 음향 기법이 나타난

다. 다음은 ‘게임’이라는 표제의 두 번째 곡 시작 부분이다.

<악보 89> Santos,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5개 작품> No.2, Game

악보 출처: The Masterpiece of Contemporary Scores.

위의 <악보 89>를 보면, 보표 위에 도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두 피아노는 먼저 선택되는 진행이 속한 도형의 나머지 음들을 연

주하는 소위 ‘음악적 게임’을 하게 된다.

세 개 양식의 또 다른 혼합으로는 음렬, 음향, 최소주의의 결합이 나타나

는데, 스몰리(Roger Smalley, 1943-2015)73)의 <일치>(Accord, 1974-75)가

73) 스몰리는 영국왕립음악대학(Royal College of Music)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고

어(Alexander Goehr, 1932- )와 함께 작곡 공부를 하고, 슈톡하우젠에게 새로

운 음악을 배우기도 하였다. 그의 작품들은 유럽 주요 방송사를 비롯하여 권위

있는 단체들로 위촉 받고 연주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음반도 발매하였다.

http://www.rogersmalley.com/biography.htm [접속일: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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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다. 이 작품은 5개의 큰 부분(Ⅰ-Ⅴ)으로 나뉘며, 각 부분은 다시 a

와 b부분으로 세분화 되는 구조를 지닌 작품으로, 두 피아노가 동일한 기

본 소재를 사용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진행되는 형태이다. 각 부분의 기본

화음은 <악보 90>과 같은데, 이것은 음악이 진행하면서 세분화되기도 하

고, 음정의 구성이 새로운 형태나 보조적인 화성으로 증식하기도 한다.74)

<악보 90> Smalley, <일치>, 기본 화음

악보 출처:
Christopher Mark, Roger Smalley: A Case Study of Late Twentieth-Century
Composition, 117.

74) Christopher Mark, Roger Smalley: A Case Study of Late Twentieth-
Century Composition(Surrey, UK: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1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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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1> Smalley, <일치> Ⅰa, 시작 부분

악보 출처: Faber Music Limited. London.

위의 <악보 91>을 보면, 피아노Ⅰ이 시작한 12음렬을 피아노Ⅱ가 대칭

되는 음정관계 형태로 뒤따른다. 두 피아노의 시작음 모두 중앙 C음 이지

만, 점차적으로 간격이 멀어진 후 트릴과 반복음에 이르러서는 극대화된

음역으로 나타난다. 첫째 단의 마지막에 표기된 숫자 8초 동안 연주를 멈

추라는 뜻이지만, 댐퍼 페달로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울림의 잔향은 남아

있게 된다. 이처럼 이 곡은 악보에 상세한 설명도 많이 표기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보표 사이에 표시된 8, 3, 2와 같은 숫자는 연주를 쉬어야 하는

초 단위를 지시한 것이고, 두 번째 단의 8분음표 모양( ,

)은 각각 리타르단도와 아첼레란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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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적인 표현으로는 클러스터가 자주 등장하는데, 아래의 <악보 92>는

두 피아노의 고음역에서 나타나는 클러스터 음형들이다.

<악보 92> Smalley, <일치> Ⅱb, 뒷부분

악보 출처: Faber Music Limited. London.

한편, Ⅴa 부분의 피아노Ⅰ과 피아노Ⅱ에서는 모두 ‘단2도-장2도’ 음정

관계로 진행되는 16분음표 음형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서 다음 <악보 93>

과 같이 최소주의적인 분위기도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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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3> Smalley, <일치> Ⅴa, 시작 부분

악보 출처: Faber Music Limited.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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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1950년 이후에 속하는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고급 작품들을 양식별 목

록으로 체계화하고 고찰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조음악 양식의 작품들(2/7곡)은 작품명이 소나타와 변주곡 등 전통적

인 장르와 그 밖의 것이 절반 정도로 혼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전

형적인 무조음악 양식인 급격한 다이내믹, 넓은 음역에서의 도약, 빈번한

변박 등은 그대로 나타난다(블랭크의 <상호작용>과 플레스코우의 <모음

곡> 등).

12음기법의 작품(6/7곡)은 쇤베르크 양식(귀오네의 <폴리포니 Ⅱ>), 베

베른 양식(안드리센의 <세리>와 크레넥의 <바젤 제품>), 그리고 이 기법

이 느슨하게 적용되어 있는 그 밖의 양식 그룹(라이터르의 <관계>와 짐머

만의 <전망>)으로 나누어진다.

원시주의 양식의 작품(2/3곡)에서는 스트라빈스키의 원시주의 작품들에

서 볼 수 있는 단순성(짧은 오스티나토 음형)과 불규칙성(음형 위에 불규

칙하게 붙여지는 악센트)의 결합 기법이 거의 그대로 나타나거나(맥린의

<날개 사이>) 응용되어 있다(사마마의 <파사칼리아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환상곡>).

신고전주의 음악(5/9곡)에서는 17-18세기의 옛 양식이 작곡가에 따라 다

양한 방식으로 현대화되어 있다. 전통적인 4악장이나 3악장의 소나타 형식

과 뚜렷한 선율선도 보이는 가운데 복조성이 적용되어 있는 것(뿔랑의

<소나타>, 보짜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전통적인 다악장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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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형태의 복조성 작품(바딩스의 <엄숙한 발레>), 여기에 두 대의 피아노

가 각각 서로 다른 두 개의 춤곡을 동시에 연주하도록 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미요의 <6개 춤곡과 세 개의 악장>), 그 밖에 빠른 템포, 스타카토의

짧은 도약 진행, 박자와 음역의 다채로운 변화 등 상대적으로 좀 더 현대

적인 음향의 작품(오릭의 <이중놀이 Ⅲ>)이 그것이다.

아방가르드 양식의 세부 분류에 속하는 것들 중 첫 번째로 살펴본 총렬

주의 양식(4/6곡)은 모두 불레즈의 영향을 받았을 정도로 불레즈의 음악

(<구조Ⅰ>)이 전형으로 나타난다. 특히 파노의 <소나타>가 이것과 가장

유사하고, 나머지 2곡은 이 음악들과는 대조적으로 구조적 짜임새가 훨씬

복잡하다(볼콤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간주곡>과 페르니호흐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아방가르드 양식의 두 번째 세부 분류인 우연성(4/8곡)은 연주 시간이 8

분에서 25분까지 광범위한 가운데 불확정성 음악이 1곡(문자, 숫자, 선들의

집합으로 그려진 별자리 형상 악보: 카치오포의 <카시오페이아>)이고 나

머지는 모두 알레아 음악에 속한다. 후자 중에는 1대의 피아노부터 25대

피아노까지 연주가 가능한 곡이 있는가 하면(브라운의 <25쪽>),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의 작품으로서 이 단편들을 선택적으로 연주할 수 있거

나(푸쇠르의 <모빌>), 중간 부분에 연주자들이 노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곡도 있다(비어만의 <과거로부터의 소리와 비탄>).

아방가르드 양식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세부 분류인 음향음악 양식(9/19

곡)은 기존의 전통적인 진행에 음향 기법이 삽입되어 있는 정도로 가미되

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밖에 예외적으로 독보적인 것도 있다. 기

보 자체가 오선보가 아닌 새로운 1곡에서는 손뼉 치기, 발 구르기,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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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반 뚜껑을 두드리거나 문지르기 등의 제스처도 포함되어 있다(카겔의

<모방>). 오선보에 새로운 기보 형태가 적용된 곡에서는 제목에서 나열되

어 있는 작곡가들로부터 받은 영향을 나타내는 음형들이 차례로 나타나거

나(디머의 <코웰, 케이지, 크럼, 체르니에 대한 경의>), 특정 음정들이 정

적인 트레몰로 위주의 진행으로 일관되는 가운데 다이내믹의 변화에 따라

음색이 달라지는 미묘한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도 하고(쿤스트의

<돌을 먹는 사람>), 손가락, 손바닥, 주먹, 팔뚝의 사용을 다양한 기호로

표기하여 색다른 음색을 표현하기도 한다(루비에의 <공격자를 위한 연습

곡>). 그밖에 나머지 곡들은 전통적 기보와 연주에 클러스터 음향이 다양

하게 포함되어 있다(스웨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합성>, 돌린의 <네

개의 ‘다시 찾은 퀵호븐’을 위한 협주곡>, 퐁탱의 <소용돌이>, 킹의 <지하

에 적힌 글(쥐구멍)>, 메링의 <에이스>). 이 가운데에는 음향의 미세한 진

동까지 듣도록 피아노의 위치와 페달 사용이 독특하게 지시되어 있는 것도

있다(스웨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합성>).

포스트모더니즘의 첫 번째로 세부 분류로서 살펴본 신낭만주의 작품들

(2/4곡)은 전체적으로 조중심이 뚜렷한 가운데 색체적인 불협화음과 다이

내믹의 표현적이고 폭넓은 변화 등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보인다(헨체의

<디베르티멘토>, 레류후의 <소나타>).

포스트모더니즘의 두 번째 세부 분류인 최소주의 작품(2/3곡)에는 단순

하고 간결한 모티브 형태를 수없이 반복하며 아주 조금씩 변해나가는 전형

적인 진행(다우의 <가자>)과 최소음악 중에는 가장 복잡한 예에 속하는

것도 있다(리게티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작품>).

포스트모더니즘의 세 번째이며 마지막 세부 분류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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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한 혼합양식(10/20곡)은 크게 2가지와 3가지 혼합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2가지 혼합양식으로는 신고전주의와 신낭만주의(방크의 <넷을 위

한 둘>), 신고전주의와 음향음악(구슨의 <로이를 위하여- 두 대의 피아노

를 위한 모음곡>과 케팅의 <프렐류드, 간주곡 그리고 후주곡>), 음향음악

과 음렬기법(모에브즈의 <엣날의 놀이들>과 색스톤의 <소나타>), 음렬기

법과 신고전주의(보아의 <소리의 조합>), 음향과 무조 기법(호킨스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에튀드>)의 결합이 나타난다. 3가지 혼합양식으로는

음렬기법과 음향음악과 우연성(팔레스터의 <변주곡>과 산토스의 <두 대

의 피아노를 위한 5개 작품>), 음렬기법과 음향음악과 최소주의(스몰리의

<일치>)의 결합이 있다.

이와 같이 1950년 이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에는 다양한 20

세기의 양식적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음향기법은 음향음악 양식에서

뿐 만 아니라 혼합 양식 내의 7항목 분류 중 5개 항목에 포함 될 정도로

많이 적용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작품들을 보면, 피아노를 독주보다 두 대로 연주할

때 더 효과적인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음향적인 면에서 두

대의 피아노로 연주했을 때 그 효과가 증폭되고, 현대적인 복잡한 리듬이

나 여러 겹의 폴리리듬 등이 두 대의 피아노에서는 무난하게 연주될 수 있

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대위법적인 선율도 두 명의 연주자가 나눠서 연

주할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그밖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해진 여러 현대 음악 요소들의 표현도 두 대의 피아노에서는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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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을 통해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을 연주하고자 하는 연주자

들에게 1950년 이후의 작품에 대한 관심 및 연주 레퍼토리 계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 밖의 다양한 현대 피아노 앙상블 장르들에 대한 체계적

연구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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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ylistic classification and a Study of Works

for Two Pianos since 1950

Jiae Yang

Department of Music

Graduate School Hansei University

Piano duo concert repertoires in South Korea are highly dependent on

audience’s preference. In other words, the classic standard of the

18th-19th centuries or arrangements of well-known works are still

prevailing. But now it is time to introduce contemporary pieces to

audiences in various ways and make active attempts to expand their

musical experience as a whole.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pieces

for two pianos among piano duo works composed since 1950.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only original pieces for two pianos

among those classified as the advanced level of the most difficulty

since 1950 in Maurice Hinson’s Music for More than One Piano.

Stylistic classification proceeds in the order of the appearance in the

20th century, and those related to this study include atonal music,

primitism, neo-classicism, and twelve-tone technique in the first half of



- 171 -

the 20th century, and then total serialism, chance music, and

sound-mass music which belong to ‘avant-garde’ style in the

1950s-1960s, and neo-romanticism, minimalism and fusion that belong

to ‘postmodernism’ style since the 1970s.

This study would help musicians who want to play works of two

pianos since 1950 to expand their repertoire of to the present time. In

addition, as various works are still being created in the 21st century, it

hopes that contemporary works will continue to be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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