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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세기 기법을 활용한

차트만(Stephen Chatman)의

교육용 피아노작품 연구

한세대학교 음악대학원

피아노교수학 전공

홍 정 아

다양한 시대를 다루어야 하는 피아노 문헌에서 20세기 현대 작품들은 교

재의 사용이나 교육방법에 있어서 낯설고 난해하다는 선입관으로 접근이

쉽지 않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이후 나타나는 실험적 기법들과 새로운 음

향이 포함된 작품들은 피아노 음악에 있어서 표현력의 확대와 함께 ‘피아

노’라는 악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이같이 새로운 시도를

담은 곡들은 학생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하며 창의적인 레슨과 학습기

회를 제공해 주어서 좋은 교육용 레퍼토리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측면에

서 볼 때 캐나다 작곡가 차트만의 교육용 작품들은 20세기의 다양한 실험

적 기법들을 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초급부터 초급후기, 중급 그리고 중급

후기에 이르기까지 난이도별 구성으로 20세기 현대기법의 다양한 스타일과

작곡기법의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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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차트만의 7개의 작품집 중 20세기 후반의 현대기법이 가

장 잘 드러난 36곡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론에서 36곡에 나타나는

20세기 후반의 피아노기법에 관한 논의와 차트만의 음악적 배경 및 작품

경향 그리고 교육용 피아노작품들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각 곡의

분석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곡의 생김새를 파악하고 각 곡에 사용된 특이

기보를 포함한 특징적 기법과 교수학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론의 마지막

부분은 분석한 내용의 요약 및 제언과 특징적 기법의 내용을 난이도별로

정리하여 표 목록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논의된 대부분의 곡들이 통작 형식과 20마디 내외의 짧은 곡

들로 어린 학습자들이 학습하기에 적합했고 거의 모든 곡은 동물, 자연, 아

이들의 놀이, 스포츠 생활, 모험, 환상적 세계와 같은 다양한 소재의 묘사

적 제목으로 음악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적 요소에 있어서는 리듬에 관한 실험과 학습훈련이 음악의 기본요

소들 중 가장 두드러지게 다루어진 점이 파악되었다. 학습초기에서부터 무

조와 음계개념이 없는 곡들 그리고 5음, 6음, 8음, 12음계를 활용하였으며

저음역과 고음역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나타낸 음향과 배음효과를 경험하는

하모닉스를 비롯하여 새로운 음향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다. 시각적 장치로

서 비례기보, 음간 길이 제시와 그림악보, 그래픽기보, 원 도형 악보, 한줄

악보 등의 특이기보를 사용하여 학습의 흥미를 더하였다. 우연성 즉 불확

정성(indeterminacy)과 즉흥성을 사용한 곡들은 연주자의 자율적 해석의

영역을 확장시키며 스스로 음악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그림악보와 새로운 기보법의 제시로 악보 읽기의 신선함을 부여하는

동시에 호기심 유발로 인해 적극적 학습태도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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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아노’라는 악기의 새로운 기능과 실험적 요소를 경험할 수 있었

던 시도가 두드러지는데 초급에서 경험하기 쉽지 않은 고음역과 저음역을

포인틸리즘이나 클러스터 등의 기법을 통하여 소개하였으며 건반 이외의

피아노 몸체를 두드리거나 신체를 통한 소리와 결합하는 보조음향의 형태

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새로운 기법에 있어서는 학습자들이 일회적으로 체험하는 차원을 넘어

초급부터 중급후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체계적인 학습으로 교수학적 관점

을 고려한 유용한 작품들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살펴본 차트만의 36곡의 교육용 작품들은 20세기 중반 이후의 현대기법

들 중에서 새로운 음향과 기보법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며 곡을

구성하고 있는 음악적 요소들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제시

되었다. 또한 전통적 기법 요소들과의 적절한 배합으로 지나치게 어렵거나

낯설지 않아 흥미유발과 학습의 효율성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유용한

레퍼토리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앞으로 더 많은 교육용 현대레퍼토리의 발굴과 해석

하는 후속작업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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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서양음악사에 있어서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도 다양한 음악적 경향과 스

타일이 나타나게 되는 20세기 음악은 통상 현대1)음악으로 지칭하기도 한

다. 특히 20세기 후반부는 새로운 음향의 시도와 비전통적 양식의 작곡기

법들을 활용한 혁신적인 작품들이 전반부에 비해 많이 출현하며 작곡가의

독창적인 실험정신이 강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피아노의

경우 건반 이외의 피아노 몸체나 내부의 현을 이용하는 확장기법들

(extended techniques)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활발하게 나타난다. 이 같은

새로운 실험들은 표현력의 확대와 함께 악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게

만들었다. 연주가의 입장에서도 그러하지만 참신한 음악어법을 담은 20세

기 후반의 작품들은 피아노 학습에 있어서도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탐구심

을 자극하며 창의적인 교수와 학습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더구나

21세기로 들어서서 한참의 시간이 흐른 지금 20세기 전 시기에 걸친 음악

스타일을 고루 경험할 필요가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각 시대의 스타

1) ‘현대’라는 용어는 현대적 음악양식을 의미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

시대(contemporary)를 뜻할 수도 있다. 음악양식의 의미로서 ‘현대’는 20세기 초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1874-1951)를 선두로 한 아방가르드작곡가들에 의하

여 시도된 새롭고 참신한 것을 추구하는 음악양식, 즉 모더니즘(modernism)을 뜻

한다. 한편, 동시대의 의미로는 1975년 이후 세계화에 따른 포스트-모던

(post-modern)시대의 음악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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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가능한 한 일찍이 접하여 배울 수 있다면 학생들의 음악적 이해도와

기교적 역량은 보다 유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학습현장을 살펴보면 바로크, 고전 및 낭만시대의 작품들은 많이

다루는 반면 현대문헌은 어드벤처, 알프레드 등의 교재 시리즈나 시대별

작품으로 편집된 중급 교재를 통하여 주로 경험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난 20세기 현대 작곡기법을 활용한

교육용 문헌들은 20세기 전반의 경향인 인상주의, 민족주의, 원시주의 등이

주를 이루고 20세기 후반의 경향을 담은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즉 현대작품을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시기는 대부분 중급과정 이상의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20세기 전반부의 스타일이 주를 이룬다.

후반의 기법들을 교육용 작품에 활용한 경우는 아직 미미한데 특히 초급수준

에서 현대적 스타일을 만나보기란 쉽지 않다. 이 같은 현상에는 여러 이유

들이 있겠지만 20세기 중반 이후의 스타일을 담은 곡을 판별하는 기준이나

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고 현대 작곡기법을 효과적으로 경험 할 수

있는 교재 개발의 부족에 주요 원인이 있다. 이에 연구자는 20세기 후반의

기법과 스타일을 담았으며 초급수준으로부터 중급에 이르는 기간에 사용이

가능한 교재나 레퍼토리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그 결과 교육용 피아노

작품에 창의적으로 현대적 기법을 적용한 곡들을 다수 작곡하였으며

현재도 꾸준히 창작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캐나다 작곡가 차트만(Stephen

George Chatman, 1950-)의 작품집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2)

2) 차트만의 교육용 작품들은 캐나다의 왕립음악원 평가시험(Royal Conservatory

of Music Examination)을 위한 교재인 Celebration Series Perspectives에 다

수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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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만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이나 북미지역에서 100곡이

넘는 합창곡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양식의 작품발표와 많은 수상업적으로

큰 명성을 얻은 작곡가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대학의 작곡과 교수로 재직

하기 시작한 1976년부터 현대기법을 활용한 교육용 피아노작품집3)을 출간

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9개의 작품집을 통하여 130여곡이 출판되어 있으며

다수의 작품들이 캐나다의 왕립음악원 평가시험(Royal Conservatory of

Music Examination)4)을 위한 교재인 Celebration Series Perspectives5)에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그가 만든 교육용 현대작품들은 전통적 기법 요소들과의 적절한 배합으

로 지나치게 어렵거나 낯설지 않아 흥미유발과 학습의 효율성을 동시에 기

대할 수 있다. 또한 각 작품집은 초급부터 초급후기, 중급, 중급후기에 이

르기까지 난이도별 구성으로 20세기 현대기법의 다양한 스타일과 작곡기법

의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특히 초보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추어 경험

3) 차트만은 26세인 1976년에 Amusement, Book 1, Book 2를 작곡하기 시작하여

마지막 Book 3를 1978년에 작곡하였다. 이 작품집은 그의 교육용교재들 중 현

대작곡기법을 초급에서 중급에 이르기까지 난이도 별로 다양하게 소개한 중요

한 작품집이다.
4) 왕립음악원(RCM)은 1886년 토론토음악원을 전신으로 하여 음악의 기초 학습

과정을 위한 특별한 단계별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발전시켰으며 초대원장은 에

드워드 피셔(Edward Fisher, 1848-1913)이다. 학교 개교이후 초급에서 고급수

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고,

1928년 보리스 베를린(Boris Berlin, 1907-2001)이 교수로 취임하면서 음악교육

프로그램개발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1935년 11단계로 나누어지는 급수평

가제도(RCECP)가 완성되었다.
5) Celebration Series Perspectives는 왕립음악원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교재이며

급수시험단계와 일치하도록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 피아노 레퍼토리, 피아노 연

습곡을 비롯하여 테크닉 교본, 학생들의 워크북, 학생 워크북의 해설교재, CD,

교사지침서로 이루어져 있다. 왕립음악원의 교재를 출판하는 프레드릭 해리슨

출판사(The Frederick Harris Music)에서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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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함으로써 20세기 현대기법들을 일찍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

한 레퍼토리라 할 수 있다.

연구의 대상인 차트만의 36곡들은 전체 작품들 중 20세기 중반이후의 기

법들이 가장 잘 드러난 곡들로 선정하였으며 대부분이 표제 음악들로 음악

적 상상력을 키우며 피아노를 통하여 새로운 음향과 20세기의 다양한 음악

어법을 경험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가장 주목할 점은 독특한 그림악보와

새로운 기보법의 제시로 학습자에게 호기심과 함께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

여하도록 이끌어 주며 기법에 있어서도 일회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넘어 학

습자에 수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난이도에 따른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다. 따라서 현대기법을 적용한 초급교재가 빈약한 현실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초급에서도 사용가능하며 중급후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이루어진

차트만의 교육용 작품들을 소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선정된 곡들에 나타난 다양한 현대기법들의 특징에 관한

논의와 교수방법을 제시함으로써 20세기 후반 경향들에 대한 개념을 인지

시켜 교사와 학생이 가르치거나 연주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줌과 동시에 고

급단계의 현대문헌을 접하기에 앞서 경험할 수 있는 레퍼토리로서의 차트

만의 교육용 작품들의 가치를 살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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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차트만의 작품들 중 20세기 후반 기법이 두드러지는 곡들을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20세기 중반 이후 기법에 대한 이론적 기준은 컬비

(Kirby, F. E.)의 저서6)『피아노 음악사: 20세기 말까지』 (Music for

Piano A Short History)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였다. 컬비는 그의 저서에서

2차 세계 대전 이후 시기부터 피아노 음악을 지배하는 여섯 가지 주된 경

향들을 1. 반음계적-불협화음 전통(The chromatic-dissonant tradition), 2.

확장된 기법들과 새로운 사운드(Extended techniques and new sounds) 3.

열린 형식(Open form), 4. 미니멀리즘(Minimalism), 5. 신조성 또는 신낭만

주의(The new tonality or new romanticism), 6. 보수주의(Conservatism)

의 여섯 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차트만의 36곡들은 첫 번째 항

목인 1940년대 후반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지속되어 온 반음계적-

불협화음 전통을 비롯하여 2번, 3번, 4번 항목에 해당하는 20세기 후반의

경향들에 주로 포함되므로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게 되었다.

연구의 범위로 차트만의 7개 작품집에 포함된 122곡 중 초급 12곡, 초급

후기 14곡, 중급 8곡, 중급후기 2곡으로 구성하여 총 36곡을 선곡하였다.7)

전체 곡들 가운데 변박자나 타악기적 그리고 싱코페이션과 같은 20세기

기법 중에서 이제는 익숙해진 개념을 단순 적용한 곡들과 불협화음들이 등

6) Frank Eugene Kirby,『피아노 음악사: 20세기 말까지』, 김혜선 번역. (서울:

도서출판 다리, 2003), 467-497.
7) 선정된 36곡은 차트만의 개인 홈페이지에 수록된 작품집의 난이도별 곡 분류에

근거하였다. 각 작품집의 표지에도 초급, 초급후기, 중급, 중급후기의 단계가 명

시되어있다. (http://www.drstephenchatm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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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지만 전체적으로 낭만풍의 곡 등은 선곡에서 제외되었다. 각 곡들은

초급의 <놀이> 1권(Amusements, Book 1, 1976), <프렐류드> 1권

(Preludes for Piano Book 1, 1999-2001), <떠나라!>(Away!, 2002-2003),

<스포츠>(Sports, 2002-2003)에서 선정된 12곡, 초급후기의 <놀이> 2권

(Amusements, Book 2, 1976), <모험> 1권과 2권(Escapades, Book 1,

Book 2, 1995)에서 선정된 14곡, 중급의 <놀이> 3권(Amusements, Book

3, 1978), <프렐류드> 3권(Preludes for Piano Book 3, 1999-2001), <브리

티시 콜롬비아 조곡>(British Columbia Suite, 2002-2003) 그리고 중급후기의

<판타지>(Fantasies, 1993)에서 선정된 10곡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일

부 곡들은 차트만의 작곡기법 논의 상 참고하기 위하여 조성이 존재하거나

인상주의 혹은 타악기적 음향이 포함된 곡, 트레몰로나 글리산도와 같은

보편적 주법들 그리고 다양한 페달사용과 같은 20세기 전반기나 기존의 전

통적인 음악적 개념과 기법들을 활용하여 현대적 음향을 경험하도록 한 곡

들도 포함시켰다. 연구를 위한 작품집은 프레드릭 해리스 출판사(The

Frederick Harris Music Publishing)8)에서 출판한 악보들을 사용하였다.9)

본론에서는 선정된 곡들의 이론적 배경으로 20세기 중반 이후의 피아노

음악의 주요 기법들을 차트만 작품에 등장하는 기법들과도 관련지어 논의

8) 프레드릭 해리스(Frederick Harris) 출판사는 1904년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토론

토에 위치해 있다. 캐나다 RCM의 급수평가제도가 최초로 확립된 1935년 이전

1916년에 토론토음악원 커리큘럼에 맞춰 피아노 교재를 출판하여 캐나다 전역

에 소개함으로써 급수시험을 제도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왕립

음악원의 Celebration Series Perspectives 교재들을 출판한 회사이기도 하다.
9) 차트만 악보는 Sheet Music Plus Publishing(http://www.sheetmusicplus.com)

과 ECS Publishing(http://ecspublishing.com)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몇몇

악보들은 아마존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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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음으로 작곡가 차트만의 음악적 배경과 작품 경향을 살펴보고 그

의 전체 피아노작품들과 논의 대상인 교육용 피아노작품들의 개괄적인 내

용을 논의하였다. 또한 연구의 초점인 선정된 36곡의 곡 분석을 통하여 특

징적 기법과 각 곡들에 대한 교수학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론의 마지막

부분으로 곡분석의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이에 따른 교수학적 제언도 정리

하여 논의 하였다. 분석요약과 제언에서는 곡 분석 과정에서 활용된 현대

기법들을 난이도별로 분류하고 표기방법, 기보, 주법 및 특징을 표 목록으

로 제시하였다.

차트만의 피아노 작품에 관한 선행연구는 국내학술지 논문 1편이 있으며

합창곡과 관련하여서는 국외박사논문10) 1편과 국외 학술논문으로American

Choral Directors Association 출판사에서 출간한 ‘The Choral Journal’에

게재된 다수의 논문들이 있다. 국내학술지 논문은 2015년 한국달크로즈저

널에 게재된 연구자의 “차트만의 교육용 작품집 <놀이>에 나타난 현대 작

곡기법 연구”11)가 있다. <놀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7개의 작품집

중 하나로 초급에서 중급에 이르는 현대기법이 다양하게 소개된 총 3권의

작품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의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관계로 차트만

의 개인 홈페이지와 그가 직접 쓴 작품의 서문내용 그리고 20세기 후반 현

대음악에 관한 국내 문헌 및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10) Taylor Jeffrey Mitchell, “The choral works of Stephen George Chatman (b.

1950): An analysis of core characteristics from a conductor's perspective,”

(DMA. Diss., University of Arizona State, 2002), 1-5.
11) 홍정아, “차트만의 교육용 작품집 <놀이>에 나타난 현대 작곡기법 연구,”

『한국달크로즈저널』24(2015), 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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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세기 후반 피아노 음악의 주요 기법

차트만의 교육용 작품에 나타나는 현대기법들은 고급 작품에 이미 활용

된 기법들이므로 악곡분석에 앞서 시대적 배경이 되는 20세기 후반의 피아

노 음악의 토대를 이루었던 주된 경향과 기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

다. 여기에서 20세기 후반으로 명시한 이유는 차트만의 작품들 중 20세기

후반에 활발하게 사용된 기법들이 중심을 이룬 곡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

하였기 때문이다. 차트만의 작품 속에서 20세기 전반부 즉,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의 주요 기법들인 인상주의, 변박자, 타악기적 주법, 복조성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중심이 되는 특징이라 간주할 수 없고 보

다 새로운 경향과 기법들을 담기 위한 보조 장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

다. 예컨대 인상주의 자체를 소개하기 위해 음들을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특이 기보를 소개하는 곡에서 효과적인 내용으로 그것이 사용된다거나 우

연성 음악을 경험시키는 악보에 복조성이 등장하는 것 등이다. 물론 12음

기법과 같이 20세기 초반에 등장하였지만 초급과 중급과정에서 소개되기

쉽지 않았던 기법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도 있음을 밝힌다. 그리하여 본문

의 차트만 작품들에 활용되는 기법들 중 20세기 중반 이후로 분류할 수 있

는 것들을 이론적 배경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0세기의 전·후반을 시기적으로 나눌 때 대다수의 음악사 구분에서 제2

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1945년이 기준이 되고 있다. 전쟁이후 음악외적 환

경으로부터 음악적 상황이 결정적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음

악에 있어서는 전쟁이 끝난 후 잠재되어온 새로운 실험 정신의 욕구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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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유럽과 미국뿐만이 아니라 동유럽의

사회주의 노선을 택한 국가들, 그리고 특히 나치정권의 본거지였던 독일에

서 가장 강하게 일어났다.12) 정치적 상황에 의해 연주가 금지되었던 작품

들이 커다란 호응 속에서 연주되었으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일련의

작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1946년 다름슈

타트 하계 음악제(Die internationalen Ferienkurse für Neue Musik

Darmstadt,)13)를 중심으로 20세기 후반의 다양한 음악적 현상과 발전이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시기의 대표적 작곡가로는 슈톡하우젠, 불레즈

(Pierre Boulez, 1928-2016), 노노(Luigi Nono, 1924-1990), 베리오(Luciano

Berio, 1925-2003), 카겔(Mauricio Kagel, 1931-2008) 등이 있다. 동시에 미

국에서는 케이지(John Cage, 1912-1992)를 통하여 새로운 음악적 시도가

전개되었다. 이들의 음악적 방향은 전통에 대한 강한 반발과 미지의 영역

을 개척하는 아방가르드 경향으로 나타났다.14) 한편 전후 세대의 작곡가들

에게 베베른(Anton Webern, 1883-1945)의 포인틸리즘적인 12음 기법은 그

들의 음악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구조적인 음악 경향이 중심을 이루게 되었

다. 베베른의 음악어법을 발전시킨 ‘총렬 음악’은 1950년대의 가장 중요한

양식이며 이에 대한 반발로 우연성음악, 전자음악 및 컴퓨터 음악, 그리고

1960년대의 음향음악15)이 나오게 된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작곡가 케이지

에 의해 대표되는 여러 가지의 실험적 음악이 이시기의 중요한 현상이라

12) 신인선, 『20세기 음악』(서울: 음악세계, 2006), 162.
13) 다름슈타트 하계 음악제는 1946년 신음악을 위한 국제 음악제로 나치 정권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는 동안 유럽음악사에서 단절되었던 것의 복원을 통한 지

식의 보충수요라는 과제를 갖고 개최되었다.
14) 오희숙, 『20세기 음악 1 역사·미학』(서울: 심설당, 2004), 193.
15) 음향음악은 총렬음악에서 중요한 개별적 ‘음’으로부터 ‘음향층’이 중요해진 경

향으로 ‘음색음악’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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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외에 유럽외적 음악과 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동양음악에

관한 작품들도 다수 발표되어 케이지 같이 동양에 심취한 작곡가와 서유럽

이외의 지역 출신의 작곡가 리게티(György. Ligeti, 1923-2006), 한국출신

의 윤이상(Isang Yun, 1917-1995) 등이 작품발표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기

도 하였다. 각 국가 간의 차이 나아가서 동양과 서양을 구분 짓는 일들이

무의미해지기 시작하는 시대로 돌입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이질적 요소들이

결합되고 혼용되는 퓨전(fusion)은 분명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거대

한 혼합과 절충의 장에서도 각 작곡가의 개별성이 두드러지는 역설적인 양

상이 나타났다.16) 1970년대 중반을 전후로 이전까지의 총렬 음악에 의한

구조적 작곡방식과 실험적 시도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경향의 작품보다는

전통적 양식을 매개로 작품과 청중과의 의사소통에 큰 비중을 두게 된다.

또한 아방가르드적 경향을 추구했던 많은 작곡가들이 전통적 낭만음악

또는 조성음악을 향한 ‘신낭만주의’(New romanticism) ‘신조성주의’(New

tonality)가 1970년대 이후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미니멀리즘’

(Minimalism), ‘인용음악’(Music quotation)의 새로운 조류와 함께 여전히

신음악적 독창성과 현대성을 추구하는 경향도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다채

로운 음악적 경향들은 혼합양식(Polystyle)의 형태로 발전하여 1970년대 후반

사회와 문화예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17)

과 함께 음악적 다양성을 이루게 된다.

16) 김순배, “20세기 새로운 음악실험과 21세기의 변화,”『피아노음악』1(2009), 114-117.
17)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한 사고, 다양한 양식이 확고한 위계질서 체제를 대신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알려주며 이 시기의 미학적 입장을 설명해 주는 핵

심개념이 될 뿐만 아니라, 1970-2000년이라는 시대를 묶어주는 시대개념으로까

지 적용시킬 수 있다.



- 11 -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20세기 후반의 전체 음악적 경향은 피아노 음

악에서도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지금부터는 피아노 음악에

서의 주된 경향을 살펴보고 차트만의 작품에 나타난 기법들과의 연관도 시

도하겠다.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1874-1951)가 개발한 음렬음악 작곡의 영향

을 이어받은 무조성과 반음계적 불협화음의 전통은 음렬주의에 기초해 있

다. 그러나 전통적인 의미에서 낭만적 표현력을 심화시킨 일련의 베르크

(Alban Berg, 1885-1935)의 작품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며

1940년대 후반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전반부에 센세이셔널

하게 등장했던 12음 기법이나 불협화의 전통을 이어받은 작법들이 20세기

후반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전개된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현대음악이라고

느끼는 전형적인 사운드가 대체로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작품들이다.18)

1. 총렬 음악(Total Music)

1950년대의 가장 중요한 양식인 총렬 음악은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1874-1951)의 12음 기법에 대한 논리적 사고를 극단적으로 발전시킨 베베

른과 메시앙(Oliver Messiaen, 1908-1992)을 중심으로 발전해간다. 이 장에

서는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발전시킨 베베른, 메시앙,

불레즈, 슈톡하우젠을 중심으로 기본 작법과 대표되는 피아노 작품들을 살

펴보도록 한다.

18) 김순배, “고급과정에서의 20세기 작품들 3,”『피아노 음악』1(2011), 1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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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렬 음악에서는 최초의 무조적 음렬을 사용한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에

있어서 ‘음높이’에만 적용되었던 음렬적 사고방식을 음길이, 다이내믹, 아티

큘레이션 및 음색 등에까지 확장시켜 작품을 이루는 모든 구성요소들에게

그 범위를 확장시켜나갔다. 극단적인 집중성과 간결성을 특징으로 한 베베

른의 음악은 20세기 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쇤베르크와는 달리 음정의

도약이 심하며 음색이 자주 변화함에 따라 음악의 흐름이 점들의 연속처럼

들리기에 포인틸리즘(Pointillism)음악으로도 불리는 그의 음악은 음고 뿐

만 아니라 음높이, 길이, 색깔, 다이내믹까지 확대시켜 음렬을 사용하였

다.19) 포인틸리즘 곡의 구조적 특징은 소리를 마치 점으로 옮겨 놓는 과정

에서 쉼표와 넓은 도약이 빈번히 사용된다.20)

<악보 1>은 포인틸리즘의 특성이 잘 나타난 베베른의 유일한 피아노 작

품 <변주곡 op. 27>(Variations op. 27, 1936) 중 2악장이다. 이 곡에서 음

들의 넓은 도약 외에도 대비된 다이내믹(f-p)의 연속적 변화 또한 포인틸

리즘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악보 1>21) 베베른, <변주곡 op. 27> 2악장

19) 김미옥 외, 『피아노 문헌 연구 2』(서울: 심설당, 2012), 188.
20) 서은정, 『한눈에 쏘옥 들어오는 현대음악 이야기』(서울: 도서출판 작은우리,

2006), 128.
21) http://imslp.eu/Files/imglnks/euimg/4/4d/IMSLP28271-PMLP04634-Webern_

-_Variations__Op._27.pdf 악보출처 [2016년 12월 18일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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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렬음악의 또 다른 출발점이며 20세기 전반과 후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 메시앙은 <4개의 리듬연습곡>(Quatre études de Rythme, 1949-50)의

두 번째 곡인 ‘음가와 강세를 위한 모드’(Mode de valeurs et d’intensités)

에서 ‘음높이,’ ‘음길이’, ‘음의 강도’, ‘음색’에 모드적 사고를 적용시켰다.22)

이 곡은 세 개의 선율(mode)을 사용했는데, 각각이 12음을 가지고 있으

며 각 선율에 특별한 음역과 길이와 타건의 일종이 각 음에 부여되어 있

다. 그 선율들은 쇤베르크적인 의미의 음렬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으며 곡

의 길이와 타건과 음역의 정도를 각 음에다가 작곡 전에 미리 정해 놓은

새로운 그의 작곡법은 특히 제자들인 불레즈, 슈톡하우젠 등 전후 작곡가

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23)

불레즈는 20세기의 대표적인 음악적 아방가르드 경향의 작곡가로 총렬주

의, 알레아(Alea, 우연성 음악), 전자음악 등 다양한 양식의 작품을 남겼다.

이 가운데 2대의 피아노를 위한 <구조Ⅰ>(StructuresⅠ, 1951-1952)은

메시앙의 <4개의 리듬 연습곡>의 ‘음가와 강세를 위한 모드’에 사용된 음

렬을 모델로 기본 음렬과 그 변형(12개) 그리고 역행음렬과 그 변형(12개)

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숫자에 의한 도표로 만들었으며 이렇게 만들어

진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이 작품의 모든 음악은 음높이뿐만 아니라 리듬,

다이내믹, 음색도 음렬원칙에 의해 창작되었다.24)

메시앙과 베베른의 영향을 받아 아방가르드 경향의 선두주자로 활동해온

22) 오희숙, 위의 글, 197.
23) David Burge,『20세기 피아노 음악』, 박숙련 번역 (서울: 음악춘추사, 1997),

132-133.
24) 김미옥 외, 위의 글, 264-266. 음렬원칙 방식에 따른 극단적인 이성의 음악에

있어서 작곡가는 규칙을 통제 하게 되며 음악은 음악자체의 내적 통합에 의하

여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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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톡하우젠은 피아노를 통하여 새로운 양식을 끊임없이 실험하였다. 메시

앙의 ‘음가와 강세의 모드’에 영향을 받은 피아노와 타악기를 위한 실내악

곡 <교차연주>(Kreuzspiel, 1951)에서는 포인틸리즘의 경향이 나타난다.25)

한편 총렬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양식인 우연성 음악이며 ‘알레

아’(alea) 기법이 활용된 대표적 작품으로 <피아노 작품 Ⅺ>(Klavierstücke

Ⅺ, 1956)26)을 들 수 있다.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을 선두로 하여 살펴본 4

명의 작곡가들 외에도 노노, 마데르나(Bruno Maderna, 1920-1973), 베리오,

푸쇠르(Henri Pousseur, 1929-2009) 등 전후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이 구조

적인 작품구성 양식인 ‘총렬 음악’에 동참하였다. 이들의 영향으로 확산된

총렬 음악은 전통적 음악어법의 전면적 거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모든 음악의 구성요소를 음렬화 시킨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에는 한

계가 있었다. 연주에 있어서의 불가능성과 청취능력의 한계가 있었으며 음

악의 실제적 범주보다는 이론적 범주가 강조된 면을 인식하게 되었다.27)

즉 치밀하게 계획된 음악구조의 결정은 정확한 구성력 외에 예기치 않은

우연적 요소가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총렬 음악과는 대립적인 새로운 양

식인 우연성 음악의 대두로 이어진다.

본 논문에서 차트만은 총렬 음악의 주요 특성인 포인틸리즘과 다이내믹

의 연속적 변화를 초, 중급 레벨의 눈높이로 조정해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김미옥 외, 위의 글, 270-274.
26) <피아노 작품 Ⅺ>은 한 장의 커다란 악보에 기보 되며 연주자는 19개의 음악

적 단편 가운데 한 단편을 임의로 연주하고 그 다음 단편은 처음 연주한 곡 뒤

에 써있는 템포와 터치 방식(스타카토, 레카토 등)대로 연주해야 한다. 동일한

단편이 세 번째 반복될 때 이작품은 끝나며 연주시간은 규정불가능하다. 작품

의 형태, 연주시간 등은 연주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27) 오희숙, 위의 글,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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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음향과 기보법의 변화

피아노로부터 여러 다양한 가능성을 추구하려는 경향, 즉 새로운 테크닉

과 음향 추구의 시도가 현저히 늘어난다. 피아노를 비전통적 방법으로 연

주하는 기법들은 보면대를 두들기거나 피아노 내부의 현을 손가락 끝이나

손톱, 주먹 등으로 튕기고, 긁고, 두들기는 내부 현 주법(inside piano

techniques)을 비롯하여 약음주법 등이 있으며 이를 ‘확장기법’(extended

techniques)이라고도 한다. 또한 피아노의 현에 각종 이물질을 끼워 넣어

음색의 다채로운 변화를 시도한 케이지의 ‘프리페어드 피아노/미리 조작된

피아노(Prepared Piano)를 비롯해 피아노 현 뜯기, 피아노 몸체 두들기기,

발구르기 등등 기존의 건반 위 뿐 아닌 보다 광범위한 기법 추구가 두드러

진다. 거기에 더해 피아노와 녹음테이프, 피아노와 신시사이저, 피아노와

컴퓨터 등등 테크놀로지와 결합해 새로운 차원의 소리를 만드는 작업이 후

반부에는 눈에 띠게 늘어났다.28)

1) 새로운 음향(new sounds)

(1) 톤 클러스터(ton cluster)

헨리 카웰(Henry Cowell, 1897-1965)이 초반에 클러스터를 소개한 이후

많은 작곡가들에게 이 경향이 애호되어 매우 보편적인 20세기 피아노 주법

28) 김순배, “고급과정에서의 20세기 작품들 3,”『피아노 음악』1(2011), 1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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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다. 차트만 역시 그의 작품집에서 초, 중급학생들이 피아노에서 어

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으로 클러스터를 적극 활용하였다.

20세기 전반 피아노 음악에 많은 실험적 요소를 다룬 카웰은 밀집 음군인

톤 클러스터기법을 처음 시도 하였다. 카웰은 클러스터를 장2도와 단2도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음의 덩어리로서, 피아노의 흰 건반 여러 개 또는 검은

건반 여러 개를 손바닥이나 팔꿈치로 한꺼번에 누름으로써 발생하는 것으

로 설명했고, 이를 일종의 화성으로 간주하지 않고 하나의 음으로 파악하

고자 했다.29) 톤 클러스터는 양쪽 팔의 앞 팔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며

앞팔 클러스터의 경우 필요한 음들을 누르기 위해 주먹을 펴서 연주할 경우

도 있다.

<악보 2>는 다양한 부위로 클러스터를 연주하도록 작곡한 카웰의 대표

작 ‘마나우나운의 파도’의 일부이다.

<악보 2>30) 카웰, <마나우나운의 파도> 마디 1, 22

29) 김미옥 외, 위의 글, 250 재인용.
30) http://ks.imslp.info/files/imglnks/usimg/8/80/IMSLP397806-PMLP191883

-Cowell_-_3_Irish_Legends.pdf 악보출처 [2016년 12월 17일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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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웰은 클러스터 기법 외에 피아노 내부의 현을 이용한 새로운 실험적

연주기법을 시도하였으며 주로 현악기에서 연주하는 피치카토 주법을 피아

노를 통해 새로운 음향으로 구현하였고 피아노 건반으로 연주하던 글리산

도의 기법 또한 피아노 내부의 현을 손가락이나 그 밖의 다양한 재료로 문

질러서 연주함으로써 독특한 음향을 생성하였다.31) ‘에올리안 하프’

(Aeolian Harp, 1923)는 한손의 손가락들이 현들을 훑어 내는 동안 다른

손은 건반을 누르는 기법이 사용된다. 그의 대표작인 ‘밴시’(The Banshee,

1925)는 한 연주자가 페달을 누르는 동안 다른 연주자는 현을 튕기거나 뜯

고 손바닥으로 문지르는 등 공명효과를 이용하여 다양한 음향을 만들었

다.32) 또한 하모닉스와 페달을 활용한 공명효과를 특수기법에 적용하여 새

로운 음향을 창출하였다. 카웰은 20세기 전반에 이미 클러스터를 적극 사

용한 작품들을 다수 만들었지만 피아노 문헌의 대세적 경향으로 확산되지

는 못했다. 오히려 중반 이후에 클러스터는 피아노 작품 속에 빈번하게 도

입되며 하나의 주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2) 하모닉스(Harmonics)

본론에서 논의 될 차트만의 작품 중에는 하모닉스의 전초작업으로 볼 수

있는 곡인 ‘할로윈 속임수’에서 소리 내는 화음과 더불어 다양한 음들의 음

향이 섞이는 하모닉 사운드(hamonic sounds)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일반적

31) 임은정, “20세기 피아노 음악 감상 지도 방법,”(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30.
32) 김미옥 외, 위의 글,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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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피아노에 시도하는 하모닉스는 건반을 소리 내지 않고 누른 채 다른

음들과의 배음현상을 말한다. <악보 3>은 크럼(G. Crumb, 1929- )의 <격

언의 변주곡>(Gnomic Variations, 1981) 중 2번(Var. 2)은 다이아몬드 모

양의 음표머리로 기보한 하모닉스의 예시 곡이다.

<악보 3>33) 크럼, <격언의 변주곡> 중 ‘2번’

(3) 보조음향(Auxiliary Sounds)

항목 (1)에서 살펴본 톤 클러스터나 현을 이용한 카웰의 시도가 단지 실

험적이고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에 그쳤던 반면에 20세기 후반의 포스

트모던 시대의 피아노 음악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보다 폭넓게, 호기심보다

는 특별한 음향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쓰여 졌다. 예를 들면 피아노를 두

들기거나 피아노 연주자가 말을 하거나 휘파람을 불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는 작품들도 있다.34) 피아노 건반 이외의 소리를 낼 때 보조음향

33) http://www.mtna.org/media/79410/2014_e-Journal_AOY.pdf 악보출처 [2016년

9월 12일 접속].
34) 박유미, “20세기 후반 피아노 음악에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 경향,”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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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는데 손이나 물체로 악기의 몸체나 그 이외의 다른 부분을 쳐서

소리를 내거나 손뼉 치기, 쿵쿵거리며 걷기, 두드리기의 음향 또는 성악적

표현이 포함 된다. 일반적으로 어느 타입의 보조음향이라도 <악보 4>와

같이 음높이가 없는 ‘x’ 로 표기된다. 차트만의 작품들 중 신체를 이용한

보조음향을 사용한 곡으로 ‘바보같은 짓’과 피아노 몸체를 이용하여 소리

내는 ‘새 관찰’과 ‘거기 누구예요?’를 들 수 있다.

<악보 4>는 제프스키(Frederic Rzewski, 1938- )의 <길>(The Road) 중

‘지나가버린 하루’(The Days Fly By, 1995-2003)는 ‘x’로 표시된 리듬을 피

아노 뚜껑으로 두드려 표현하고 있다.

<악보 4>35) 제프스키, <길> 중 ‘지나가버린 하루’

(4) 피아노현을 이용한 기법(Inside Piano Techniques)

카웰과 그밖에 다른 작곡가들은 하모닉스, 댐퍼 음향, 무음, 정지된 소리

뿐만이 아니라 현을 이용한 기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더불어 악기의

이론연구』18(2012), 61.
35) http://www.mtna.org/media/79410/2014_e-Journal_AOY.pdf 악보출처 [2016년

9월 1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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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확장시키고 더욱 새로운 음색과 구조를 창조해나갔다. 이러한 현

을 이용한 기법들은 철저한 음악적 아방가르드의 선도자인 존 케이지의 프

리페어드 피아노(prepared piano)36)를 이용한 ‘실험적 음악’에 영향을 주게

된다.37)

니만(M. Nyman, 1944- )38)은 ‘실험적 음악’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험적 음악’은 악기를 단순히 전통적 방식으로 소리를 내는

도구가 아닌 하나의 작품창작 요소로 여긴다. 피아노를 그저 치

는 것과 ‘음향의 재료’로 인식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39)

니만의 언급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피아노가 더 이상 피아노 특유의

양식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의 ‘매체’로 변화됨40)을 의미한다. 이러한 케

이지의 실험정신은 새로운 음향과 불확정성 또는 열린 형식의 중요한 작품

양식의 근원이 된다.

‘실험음악’의 개념은 작품, 장르, 형식 등을 벗어난 음향소재에 의한 다양

한 실험적 형식들의 총체적 명칭이다. 20세기 전반기에는 쇤베르크의 작품

36) 프리페어드 피아노는 피아노의 현 사이에 미리 고무, 나무, 조각, 금속, 종이

등을 끼어 넣어 음향을 변질시키는 것으로 케이지의 대표적 작품으로 <소나타

와 간주곡>(Sonatas and Interludes, 1946-48)이 있다.
37) Reiko Ishii, “The Development of Extended Piano Techniques in

Twentieth-Century American Music,” (DMA. Diss., Florida State University,

2005), 95-96.
38) 니만(Michael Laurence Nyman, 1944-)은 영국의 미니멀음악의 작곡가이자 피

아니스트이며 오페라 대본작가, 음악학 연구가이다.
39) Nyman Michael, Experimental Music: Cage and Beyond(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20 재인용.

40) 김미옥 외, 위의 글,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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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론, 미국의 실험적 작곡가인 카웰과 아이브스(Charles Edward Ives,

1874-1954) 등의 새로운 음색을 추구한 작곡기법적인 면과 결부시킬 수 있

다. 1950년 이후는 전통적 방법에 의한 순수 기악음악으로 만들 수 없는

음향을 이루는 전자음악을 위한 총체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자

음악과는 분리되어 케이지 및 그의 주변 작곡가들의 아방가르드적 경향과

도 실험음악은 맥을 같이한다.41)

차트만의 작품들에서는 피아노의 현을 직접적으로 이용하거나 케이지 스

타일의 프리페어드 피아노를 이용한 실험적 기법들은 사용되지 않았다.

2) 기보법의 변화

20세기에 들어와 작곡의 의도는 음 중심 음악에서 음색, 어택(attack)42)

등 5선보에서는 부수적이었던 매개변수들을 표현의 중심에 두는 것으로 변

화하였다. 이러한 작곡상의 의도 변화는 필연적으로 기보법의 변화를 가져

오게 된다.43) 1950년대 이후는 음악적 경향, 사조, 어법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작곡가의 의도나 사상을 전달해주는 기보법에도 다원적인 양상이 나

타나게 된다. 총렬 음악의 경우 각각의 음들이 음고, 리듬, 다이내믹, 음색

등으로 개별화되어 점을 찍어놓은 듯한 일종의 포인틸리즘의 기보형태를

나타낸다.

41) 신인선, 위의 글, 168-169.
42) ‘어택’은 타법과 관련된 아티큘레이션을 의미한다.
43) 신인선, 위의 글,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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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법에서 많이 사용되는 클러스터 기법의 경우 카겔44)은 연주방식이

30가지로 다양한 기보법이 활용된다. 특히 크럼(George Crumb, 1929- )은

매우 독특한 기보법을 사용한 것으로 주목받는데 오선보가 둥근 스타일로

변형되고 전체적으로 아치형을 이루거나 다양한 기호가 첨가되어있다. <악보

5>는 크럼의 상징적인 원형악보 <매크로코스모스 I, Zodiac에 의한 12개의

환상적 –소품>(Makrokosmos I, 12 fantasy-pieces after the Zodiac-amp

pf, 1972)중에서 ‘무한성의 마법의 원’의 1권 중 8번(The Magic Circle of

Infinity, Vol. I No. 8)Molto Perpetuo(아주 빠른 무궁동 스타일)이다. 차트

만의 ‘오리온의 궤도’ 역시 원형모양의 악보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악보 5>45) 크럼, <매크로코스모스> 1권 중 8번 ‘무한성의 마법의 원’

44) 카겔은 독일계 아르헨티나 작곡가로 다름슈타트 작곡가들 중 제2세대로 불리

는 그룹에 참여하였으며 1949년 진보적인 음악활동을 하는 '아그루파시온 누에

바 무지카(Agrupacion Nueva Musica)'의 예술고문으로 활동하였다.
45) https://www.google.co.kr/search?q=george+crumb. 악보출처 [2016년 12월 18

일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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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성 음악에서는 추상적인 상징적 기호가 사용되었으며 <악보 6>은

케이지의 <변주곡Ⅱ> (VariationsⅡ, 1961)이며 이외에 <변주곡Ⅲ>

(Variations Ⅲ, 1963)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악보 6>46) 케이지, <변주곡Ⅱ>

선이나 점을 비롯하여 기호와 도형 등으로 표시한 그래픽악보는 전통적

인 기보법보다 더 쉽게 연주 방법을 나타낼 수 있으며 더 뚜렷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작곡가가 리듬의 정확한 연주에 치중하는 것보다

음표 이상의 연주 효과를 살리고자하는 작품을 쓸 때 사용된다.47)

차트만의 작품집 <판타지>(Fantasies, 1993) 중 ‘밤의 소리들’에서는 그

림과 점의 형태로 표시한 그래픽기보의 일종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전자음악의 경우는 주로 컴퓨터에 의한 그래프 기보법을 사용하였

다. 또 다른 유형으로 텍스트(문자)를 사용하여 지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슈

톡하우젠의 직관음악 『그것』 (Es)을 예로 들 수 있다.48)

46) https://www.google.co.kr/search?q=john+cage+piano+variation&biw. 악보출처

[2016년 12월 18일 최종접속].
47) 서은정, 위의 글, 173-174.
48) 오희숙, 위의 글, 25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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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악보들49)은 템포 조절을 표시한 기보로 <악보 7>은 피니의 <32

개의 피아노 게임들>(32 Piano Games, 1969) 중 ‘Ⅰ. 중간, 바닥, 위’(‘Ⅰ.

Middle, Bottom, and Top’)로 점점 빨라지는 아첼레란도의 새로운 형태이다.

<악보 7> 피니, <32개의 피아노 게임들>중 1번 ‘Ⅰ. 중간, 바닥, 위’

<악보 8>은 펠트만(Morton Feldman, 1926-1987)50)의 <마지막 소품

들>(Last Pieces, 1964) 중 1번곡으로 악보 서두에 ‘slow, soft, durations

are free’(느리고 부드럽게, 음길이는 자유롭게)로 지시하였으며 이는 음사

이의 수평적 거리로 음길이를 표기하는 비례 기보법에 해당된다. 두 기법

모두 차트만의 작품 ‘봄빛’, ‘탁구파티’ ‘밤의 소리들’에서도 나타나는 ‘새로

운 기보’에 포함된다.

49) http://www.mtna.org/media/79410/2014_e-Journal_AOY.pdf <악보 6>과 <악

보 7>의 출처 [2016년 12월 18일 최종접속].
50) 펠트만은 미국의 작곡가이며 20세기 음악의 주요 인물로서 우연성 음악의 선

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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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펠트만, <마지막 소품들> 중 ‘1번’

3. 우연성 음악(Chance Music)

작곡상의 모든 요소들이 미리 계획되고 정해지는 총렬 음악의 대립적 구

도로 나타난 양식이다. 우연성은 ‘주사위’라는 뜻의 라틴어 “알레아(Alea)”51)

에서 유래하였으며 작곡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우연>이라는 현상으로

작품을 창작한다. 케이지가 처음 시도한 것으로 ‘불확정성 음악’

(indeterminacy music), 또는 ’우연성 음악‘(chance music)이라 부른다.

케이지의 <변화의 음악>(Music of Changes, 1951)52)은 그가 열린 형식

으로 진행하는 시발점이 되며, 우연성의 가장 극단적 작품인 <4분 33초>

(4′ 33″, 1951)(tacet)53)은 1950년대 음악적 아방가르드의 대표적 상징이다.

51) “알레아(Alea)”는 원래 ‘주사위, 주사위 놀이, 우연’을 뜻하는 라틴어의 수학적

통계학에서 차용되었다가 1957년 이후 작품의 부분들이 특정 방식으로 교환 ,

변형 가능한 작곡방식을 의미하게 되었다.
52) <변화의 음악>은 음의 고저와 장단을 주역의 점괘처럼 동전을 던져 우연으로

얻어진 것에 의해 작곡하는 방법이다.

악보 출처 musicakaleidoscope.wordpress.com
53) <4분 33초>는 음악은 소리예술이고 우연한 소리만을 지속의 요소로 받아들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tacet’은 ‘조용히(silent)’라는 뜻의 라틴어로 연주하는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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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우연성 음악의 방향인 ‘알레아’(alea)는 악곡의 부분이나 전체의 나

열과 진행에서 연주자가 독자적으로 참여하여 매번 곡이 다르게 연주되는

기법이 사용된 곡으로 <악보 9>의 슈톡하우젠의 <피아노 작품 Ⅺ>

(Klavierstüke Ⅺ, 1956)와 불레즈의 <피아노 소나타 3번>(Piano Sonata

No. 3, 1957)을 들 수 있다.

<악보 9>54) 슈톡하우젠, <피아노소품Ⅺ>

(그룹 B2, 그룹 C1, 그룹 C3)

불레즈는 우연성을 음악적 형식의 규정을 위해 사용하였고 슈톡하우젠은

통계적 개념과 사고에 의한 작곡기법을 우연성음악에 도입한다.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54) https://de.wikipedia.org/wiki/Klavierst%C3%BCcke_(Stockhausen) 악보 출처

[2016년 9월 16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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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은 폴란드 작곡가 세로츠키(Kazimierz Serocki, 1922-1981)의

우연성 작품 <즐거움>(A Piacere, 1963)이다. 각 박스의 연주시간은 Ca 11”

등의 초단위로 표기한다.

차트만의 ‘고장난 뮤직박스’나 ‘최면 게임’에서의 시도와 매우 유사한 우

연성기법 악보의 예라 할 수 있다.

<악보 10>55) 세로츠키, <즐거움>

케이지로 시작된 우연성음악은 불레즈와 슈톡하우젠 외에 하우벤슈톡-

라마티(Haubenstock-Ramati, 1919-1994), 루토스와브스키(W. Lutosawski,

1916-1994) , 브라운(E. Brown, 1926-2002 )등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55) https://en.wikipedia.org/wiki/Kazimierz_Serocki (악보출처) [2016년 9월 16일

접속]. 세로츠키의 <즐거움>은 음렬기법과 우연성 관행을 혼합하는 3부분이 있

으며 각 부분은 10개의 구조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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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니멀리즘(Minimalism)

미니멀리즘 예술사조에서 미술의 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난 미니멀 음악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국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1960년대 중반에 발전하게

된다. 반복적이고 단순한 조성과 리듬패턴 그리고 대부분 짧은 선율적 단

편들(작은악절)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오스티나토를 통한 반복

절 구성은 극동아시아의 신비와 명상적 성격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56)

이러한 특성으로 ‘명상음악’(Trance music)이라고도 부른다. 미니멀리즘은

록 비트(rock beat)57)에서 성장한 젊은 청중들을 끌어들였으며, 그 어느 형

태의 20세기 예술음악보다 가장 큰 대중을 확보하게 되었다.58)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한다는 명백히 이율배반적인 논리가 정당화되는

영역이 미니멀리즘이다. 미니멀음악은 청중의 입장에서도 무조나 불협화

음악들보다는 훨씬 접근하기 쉽고 반복을 통한 일종의 중독 혹은 최면의

효과까지 경험할 수 있기에 낯설지만 흥미로운 장르가 될 수 있다.59)

미니멀 음악의 시작을 주도한 작곡가 라 몬테 영(La Monte Young,

1935-)을 비롯하여 테리 라일리(Terry Riley, 1935-), 스티브 라이히(Steve.

Reich, 1936-), 필립 글래스(Philip. Glass), 존 애덤스(John Adams, 1947-)

등이 대표작곡가로 꼽힌다. <악보 11>의 라이히의 2대의 피아노를 <피아

노 페이즈>(Piano Phase, 1967)는 테이프 플레이로 실행되던 페이즈 변화

56) 신인선, 위의 글, 179.
57) 록 비트는 로큰롤(rock and roll) 음악의 주조를 이루는 리듬으로 주로 8비

트이다.
58) Eric Salzman, 『20세기 음악』 , 김혜선 번역 (서울: 다리, 2001), 263.
59) 김순배, “20세기 새로운 음악 실험과 21세기의 변화,”『피아노음악』1(2009), 1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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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shifting) 기법을 피아노로 적용시킨 최초의 작품이다.60)

차트만의 곡 ‘몽환’은 미니멀리즘의 기본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악보 11>61) 라이히, <피아노 페이즈> 시작 부분

불레즈와 슈톡하우젠을 비롯하여 초합리적이고 열린 형식으로 된 음악,

새로운 사운드의 음악, 미니멀리즘 음악 외에 콘셉트 뮤직(concept music)62)

도 발전하였으며 점차 청중을 의식하여 서로 교감하는 표현적 도구를 필요

로 하게 된다. 즉, 19세기 낭만주의의 조성적 표현방식을 도입하거나 그 음

악의 인상과 제스처를 이용한 신낭만주의의 경향63)이 나타나며 이는 20세

60) 박유미, 위의 글, 64. ‘페이즈 변화’란 완전히 같은 재료들을 서로 미세하게 어

긋나는 스피드로 연주시킬 때 그로인해 발생되는 위상 불일치를 의미한다.
61) http://www.ciufo.org/classes/sonicart_sp09/readings/SteveReich-PianoPhase.pdf 악보

출처 [2016년 8월 4일 접속].
62) Eric Salzman, 위의 글, 235-236. ‘콘셉트 뮤직’은 ‘콘셉트 아트’(concept art)와

관련되며 역사적이거나 사회적인 상호관계 ‘context’ 대신에 예술 경험을 발동

시키는 일련의 아이디어나 개념으로 작품이나 연주는 오로지 하나의 아이디어

를 성취하는 것이다. 즉, 연주자들은 평상적인 방법으로 악기를 연주하기보다는

악기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모든 가능성은 지각의 한계까지 혼합, 변형되고 왜

곡되는 극단까지 이르게 된다.
63) Donald Jay Grout,『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제7판 (하)』, 민은기 외 번역 (서

울: 이앤비플러스, 2009),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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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말을 향한 시점에서 중요하게 대두된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작곡가는 조지 록버그(George Rochberg, 1918-2005)와 프레데릭 제프스키를

들 수 있다. 다시금 예전의 조성감각이나 낭만성으로 회귀하는 경향 속에

는 20세기 음악의 실험 포화상태를 가늠하게 하는 단서가 드러나기도 한다.

새로운 보수주의 (New conservatism)도 이 경향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64)

5. 혼합양식(Polystyle) 및 포스트모더니즘 (Postmodernism)

1970년대 이후는 아방가르드적 실험을 계속하는 부류와 과거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조성을 견지하려는 두 가지 경향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는 ‘모더니즘’(Modernism)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개

념의 적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다. 모더니즘은 앞에서 논의 된

여러 다양한 주류적 20세기 양상들을 칭하는 것으로 포스트모던이 함축하

는 바는 어떤 경향과 스타일들의 자유로운 혼합 및 절충이 자연스럽게 이

루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20세기 후반은

‘Polystyle’ 혹은 '절충주의'의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대

표적 작곡가로는 슈니트케(Alfred Schmittke, 1934-1998)나 제프스키 등을

들 수 있다. 나라간의 경계가 희미해졌을 뿐 아니라 클래식과 여타 대중

장르간의 소통과 혼합도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 밖에 보다 범세계적인 즉

64) 김순배, “고급과정에서의 20세기 작품들 3,”『피아노 음악』1(2011), 133-135.

‘새로운 보수주의’는 조적이고 기능적인 화성적 작풍에 불협화 요소를 포함, 확대

시키며 19세기 낭만주의의 형식이나 20세기 초 신고전주의 형식을 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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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universal)한 경향들을 첨가한다는 점에서 전반부와의 차이를 보

인다. 그리하여 20세기 후반은 재즈와의 결합은 물론, 탱고를 비롯한 대중

음악적 경향들이 혼합되어 나타났다. 많은 작곡가들이 사용한 기법은 기존

음악의 인용으로 특정한 시대나 작곡양식을 인용하여 이어 붙이는 꼴라쥬

가 포함된다. 주요 작곡가로는 록버그이며 대표작으로 하프시코드를 위한

<바흐 이후>(Nach Bach, 1966)를 들 수 있다. 슈니트케는 과거의 양식들

을 효과적으로 인용하여 빌려왔으며 음렬주의, 불확정성 및 새로운 악기

음향에 기초한 몇몇 작품을 쓴 후, 양식적 다원주의(polystylism)로 전향하

게 된다.65)

65) Donald Jay Grout, 위의 글, 389, 412-413. ‘양식적 다원주의’는 인용 또는 양

식적 암시를 통하여 만들어진 새 양식과 옛 양식의 결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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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차트만과 교육용 피아노작품

1. 차트만

1) 음악적 배경

차트만66)은 미국 미네소타(Minnesota) 주 동남부의 도시인 페리보우

(Faribault) 출신의 캐나다 작곡가이다. 그는 오버린 음악원(The Oberlin

Conservatory)을 거쳐 미시간 대학교(The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수

학한 후 1977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스승으로는 로스 리 피니(Ross

Lee Finney, 1906-1977)67), 유진 커츠(Eugene Kurtz, 1923-2006)68), 윌리엄

볼컴(William Bolcom, 1938-)69) 등이 있다. 차트만은 이미 학생시절부터

다양한 작품발표와 수상으로 명성을 얻었고, 1976년부터 현재까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음악대학(UBC’s School of Music)의 작곡가교수로 재

직 중이며 우수한 작곡가 학생들을 길러냈다.70) 100곡이 넘는 다수의 합창

66) 차트만의 음악적 배경은 차트만 개인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http://www.drstephenchatman.com/bio.html. [2016년 7월 20일 접속].
67) 리피니는 미네소타주 웰스(Wells) 출생의 미국 작곡가이며 1960년에 로마대상

을 수상하였다.
68) 커츠는 아틀란타 출생의 미국 현대음악 작곡가이며 아르튀르 오네게르(Arthur

Honegger, 1892-1955), 다리우스 미요(Darius Milhaud, 1892-1974)를 가르쳤다.
69) 볼컴은 워싱턴주 시애틀 출생의 미국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이며 Pulitzer상을

수상하였다.
70) 이들은 글렌 뷰어(Gleen Buhr, 1954-), 멜리사 휴이(Melissa Hui, 1966-), 마크

알마니니(Mark Armanini, 1952-) 및 존 올리버(John Oliver, 1959-)를 비롯한

학생들로 특출한 작곡가 세대이자 캐나다 뮤직센터 협회의 작곡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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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피아노곡을 비롯하여 오페라, 실내악, 밴드

음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들을 작곡하여온 차트만은 이후 더욱 다양한

수상 및 경력을 쌓아갔다. 석사과정을 마칠 때에는 독일의 ‘퀄른 음악학교

(The Hochschule für Musik und Tanz Köln)’에서 스톡하우젠(Karlheinz

Stockhausen, 1928-2007)71)과 함께 US 풀브라이트 연구 장학금(U.S.

Fulbright Grant)을 받았다. 또한 박사 과정 재학 중에는 3년 연속

(1974-1976) BMI(Broadcast Music Incorporated) 학생 작곡가 상(BMI

Student Composer Award)72)을 받았고, 이 가운데 1975년에는 미국 국제

예술문학 협회(The U. S. National Institute of Arts and Letters)에서 찰

스 아이브스(Charles Ives, 1874-1954) 장학금도 받았다. 2001년에는 BBC

Masterprize 국제콩쿠르73)에서 캐나다인 최초로 입상하였으며, 이어 2005

년, 2006년 및 2010년에는 캐나다 서부 음악 상 ‘Classical Composition of

the Year74)’을 수상하게 된다. Vancouver New Music75)의 회장을 역임한

그는 현재 The Canadian Music Centre76), SOCAN77), 그리고 The

71) Karlheinz Stockhausen(1928-2007)은 아방가르드의 혁신적인 음악경향으로 현

대음악계에 큰 영향을 미친 독일 출신 작곡가이다.
72) BMI(Broadcast Music Incorporated)는 1985년에 방송 음악 법인의 임원에 의

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상, 장학금, 인턴쉽, 보조금 및 수수료를 통해 창의성

향상 및 연구와 음악 연주를 장려한다.
73) BBC Masterprize 국제콩쿠르는 1996년 설립되어 런던에서 주최되며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작품의 개발과 새로운 음악발전을 위하여 전 세계의 청중이 참

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http://www.bbc.co.uk/worldservice/arts/features/masterprize/.

[2016년 8월 4일 접속].
74) 캐나다 서부 음악상은 캐나다의 가장 훌륭한 클래식 음악으로 인정된 작품에

1987년부터 매해 수여된 ‘Juno Award’상이다.
75) Vancouver New Music은 1973년에 조직된 캐나다 벤쿠버에 소재한 현대음악

연구협회로 새로운 현대음악에 대한 연구와 워크샵, 페스티벌 등을 개최한다.
76) The Canadian Music Centre는 1959년 캐나다 작곡가들이 설립한 캐나다 최

대의 콘서트 음악의 보고(寶庫)이다.
77) SOCAN(The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Music Publishers of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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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Music Center78)의 회원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2) 작품 경향

차트만의 음악 양식79)은 1980년대 초를 기점으로 크게 둘로 나뉜다. 이

전의 작품들은 복잡하고 기교적이며 무조성을 띠고 있다. 특히 그의 초기

실내악작품들은 색채, 대조, 엄격히 통제된 동기의 발전과 상당한 관련성을

지니게 된다. 1970년대 후반에는 좀 더 완성을 다한 음악적 표현을 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꼴라주(Collage) 기법, 전통적인 조성과 형식들 또는 구

조의 복귀, 미니멀리즘, 민요, 대중음악의 영향 등 광범위한 음악양식의 수

용을 보여준다.

1982년 이후 다양한 전통 음악의 스타일에 영향을 받은 합창곡을 작곡하

기 시작하였다.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합창곡들과 교육용 피아노 작품들, 전

온음계(Pan-diatonic) 조성언어와 서정주의, 민속노래의 전통적인 선율을

혼합한 작품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전과 다른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특히, 대중적인 합창곡 <당신은 내 마음을 황홀하게 해요>(You Have

Ravished My Heart, for SATB, 1982) 등이 이런 전환을 뚜렷이 알려준

다. 이곡은 무반주 혼성합창을 위한 아름다운 곡으로 솔로몬의 노래에 있

는 글을 텍스트로 삼아 단어들을 풍부하게 명확히 표현하는 음악적 특징

캐나다의 작가, 작곡가, 음악 출판사 협회이다.
78) The American Music Center는 새로운 미국음악을 즐기며 연주와 창작의 증

진을 목표로 1939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79) 차트만 음악양식의 언급은 차트만 개인 홈페이지의 전기(biography) 내용일부

를 참고하였다. http://www.drstephenchatman.com/bio.html [2016년 8월 4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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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 곡이다.80)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단순성과 광범위성을 특징으

로 하여 대위법을 비롯한 전통양식과 단순화된 음악적 언어 및 콜라주 기

법, 조성주의, 선법, 미니멀리즘과 같은 현대적 양식이 공존하게 된다. 보다

이해하기 쉽고 모더니즘으로부터 벗어난 영성의 세계를 아우르며, 좀 더

넓은 층의 청중으로 다가가는 등 많은 음악적 양식들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81) 이러한 경향들은 대중음악, 절충주의 및 포스트모던(Postmodern)

미학을 망라하며 보다 광범위한 음악양식의 수용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차트만 자신이 1989년도에 피력한 작곡관이다.

“음악을 즐기는 것은 쉽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 역시 내가 듣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듣는 순간 흥분하게 되는 음악, 그것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음악이다. 나는 어떤 식으로도 분류되고 싶지

않다. 작곡가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한다.” (차트만, 1989. 5)82)

위의 글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차트만은 다양한 양식의 음악들을 즐기며

소리 자체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음악적

요소에 대하여 열린 생각을 지니는 것은 작곡가가 갖추어야 할 자세라고

언급하고 있다. 연구자와의 이메일(e-mail)을 통한 인터뷰에서 현대음악을

작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관한 질문에 그는 “내게 있어 가

장 중요한 것은 유행이나 기교, 미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접

80) http://www.sheetmusicplus.com/title/you-have-ravished-my-heart [2016년 8

월 4일 접속].
81) Tara Wohlberg, revised 2014 Canadian Music Centre.

http://www.musiccentre.ca/node/37259/biography [2016년 12월 16일 최종접속].
82) Stephen Chatman brochure, PROCAN, Toronto, May, 1989. CMC.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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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과 표현이다.”83) 라고 답하였다. 차트만은 작곡기법 그 자체보다는 음악

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과 자연스런 느낌의 표현을 중요시하였으며 이러한

그의 음악에 대한 사고는 어린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용 작품의 창작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2. 교육용 피아노작품

1) 피아노작품 개요

차트만의 전체 작품은 2편의 오페라, 7곡의 관현악곡, 16곡의 솔로 혹은

합창이 들어간 오케스트라곡, 5곡의 밴드 곡, 36곡의 실내악곡, 이외에 성

악곡과 합창곡은 100여 곡이 넘는 다수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주용

피아노 작품은 협주곡 1곡과 독주곡 작품 6곡인 반면 교육용 작품집은 듀

오곡집과 현재 창작이 진행중인 연습곡집을 포함하여 총 9개의 작품집에

137곡이 수록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차트만의 전체작품집 중에 교육용 작

품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육용 문헌들은 대부분이 표제적 작품들

로 전통 및 현대적 기법과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초보 학습

자들이 현대 레퍼토리의 음악적 표현 기술과 곡 해석에 있어 창의력을 키

우며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83) 이 글은 2015년 한국 달크로즈 저널 제 24호에 게재된 연구자의 논문 “챠트만

의 교육용 작품집 <놀이>에 나타난 현대 작곡기법 연구.”에 실린 내용으로

2014년 8월 4일 차트만 교수와의 이메일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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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연주용 피아노 작품집의 목록으로 곡명, 연주형태, 연주시간,

작곡연도, 출판연도, 출판사 및 기타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각 곡들의 연주

시간은 10분 내외이며 프리페어드 독주곡(Prepared Piano Solo)인 <4개의

프렐류드>(Four Preludes, 1972)와 디지털 미디를 사용한 키보드 곡 <깊

은 산골짜기의 종소리들>(Bells Over Deep Cove, 1993)이 수록되어있다.

<표 1> 연주용 피아노 작품 목록

곡명 연주형태
연주
시간

작곡
연도

출판
연도

출판사 및 기타

Four Preludes
Prepared piano

solo
8분 1972 1979

Toronto:
Berandol

Bittersweet Rag piano 4분 1979 1979
Toronto:
Berandol

Black and
White Fantasy

piano solo
(위촉 작품)

10분 1981 -

Commissioned
by the CBC for
Jane Coop.
Premiere:

January, 1982.

Bells Over
Deep Cove

Digital/General
MIDI keyboard

solo
3분 1993 1995 Frederick Harris

Tender Heart piano solo 1분 2002 2010 ECS Publishing

Mountain Spirit
piano solo
(위촉 작품)

4분 2008 -

Commissioned
by Sara Davis
Buechner,
Premiere:

August 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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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용 작품집의 구성 및 특징

차트만은 모두 9개의 작품집으로 총 14권의 학습용 피아노작품집84)을 작

곡하였다.(상세한 작품 목록의 내용은 <표 2>에 제시함) 난이도별로 구성된

작품집은 <놀이>, <프렐류드>로 각각 초급, 초급후기, 중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모험>85)은 초급 후기의 곡으로 1권과 2권이 함께 출판되었다. 단일

작품집으로는 초급의 <떠나라!>와 <스포츠>가 있으며 중급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조곡>, 중급후기의 <판타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피아노 듀오곡집인 <블루스 & 벨스>는 중급에 속하는 작품집이다.86) 이외

에 중급후기에서 고급에 걸치는 <프렐류드> 4권과 고급과정의 <연습곡>

1권도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작품이다.

<표 2>는 교육용 피아노 작품집들의 목록으로 교재명, 급수(난이도), 작

품수, 연주시간, 작곡연도, 출판연도, 출판사 순으로 정리하였다.

84) 각 작품집의 내용은 차트만의 서문내용을 포함하여 악보 서두의 글 내용과 인

터넷 사이트 http://www.sheetmusicplus.com/title/을 참고하였다. 작품집들 중

<놀이>, <떠나라!>, <판타지>, <브리티시 콜롬비아 조곡>, <스포츠>의 서문

은 차트만이 직접 작성하였다. [2016년 8월 4일 접속].
85) <모험>Escapades: Books 1 and 2 (1995)은 ECS 출판사에서 2015년 1권과 2

권을 합해서 22곡으로 구성된 초급후기 한권으로 출판되었다. 프레드릭 해리스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던 초급후기 1권의 ‘The Mouse in the Grandfather Clock’

과 중급초기의 2권의 ‘Jazzberry Jump’는 포함되지 않았다.
86) 교육용 작품들의 급수(난이도)의 설정은 차트만의 개인 홈페이지를 근거로 하

여 기술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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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육용 피아노 작품집 목록

교재명 난이도 작품수
연주
시간

작곡
연도

출판
연도

출판사

Amusements,
Book 1

초급 14곡 6분 1976 1989
Frederick
Harris

Amusements,
Book 2

초급후기 14곡 7분 1976 1989
Frederick
Harris

Amusements,
Book 3

중급 7곡 8분 1978 1989
Frederick
Harris

Fantasies 중급후기 11곡 20분 1993 1995
Frederick
Harris

Escapades,
Books 1 and 2

초급
후기

22곡 - 1995 2015
ECS

Publishing

Blues & Bells 중급 6곡 - 1996 1998
Frederick
Harris

Preludes for
Piano, Book 1

초급 7곡 7
1999-
2001

2002
Frederick
Harris

Preludes for
Piano, Book 2

초급
후기

7곡 8
1999-
2001

2002
Frederick
Harris

Preludes for
Piano, Book 3

중급 8곡 11
1999-
2001

2002
Frederick
Harris

Away! 초급 13곡 -
2002-
2003

2004
Frederick
Harris

Sports 초급 11곡 7분
2002-
2003

2004
Frederick
Harris

British Columbia
Suite

중급 8곡 -
2002-
2006

2007
Frederick
Harris

Preludes for
Piano, Book 4

중급후기
∼고급

4곡 10분
2008-
2009

2015
ECS

Publishing

Etudes, Book 1
for Piano Solo

고급 5곡 - 2015 2016
ECS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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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교육용 작품집의 형태를 살펴보고자 표지와 함께 작품의 특징

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 목록이다. 각 작품집의 내용설명은 악보의 서문내

용을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표 3>87) 교육용 작품집 표지 및 특징

악보표지 작품집명과 특징 악보표지 작품집명과 특징

Amusements, Book 1, 2, 3
(1976-78)
∙어린이를 위한 표제적 피아노소품
∙초급부터 단계별 학습 모음집
∙현대음악의 다양한 스타일 제공

Fantasies(1993)
∙중급후기 피아노독주곡
∙전통과 신고전주의
인상주의와 블루스 등
다양한 스타일 소개
∙그래픽악보
∙현대작곡기법 소개

Escapades Book 1 and 2(1995)

∙초급후기의 표제적 작품집
∙다양한 현대적 음악어법과 양식
∙새로운 기보의 학습

Blues & Bells(1976)
∙6곡의 중급 듀오곡집
∙20세기음향의 소개

Preludes for Piano (1999-2001)
∙총 4권의 초·중급 피아노 독주곡
∙음악적 테크닉과 상상력 개발
∙1, 2권 대부분 작품 교사반주포함

Away! (2002-2003)
∙초급수준 13개의 곡
∙자연과 휴식의 세계

Sports (2002-2003)
∙11곡의 초급학습자를 위한 작품
∙음악게임, 스포츠의 즐거움 제공
∙독창적 그래픽악보의 활용

British Columbia Suite
(2002-2003)
∙브리티시콜롬비아의
자연을 소재로 함

87) http://www.sheetmusicplus.com/title/, http://ecspublishing.com/ 이미지 출처

[2016년 8월 4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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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작품집 가운데 1권-3권으로 이루어진 작품집으로는 <놀이>와 <프

렐류드>가 있으며 원래 1권과 2권으로 구성되었으나 2015년에 한 권으로

편집된 <모험>이 있다.

<놀이>는 현대기법을 처음 접하는 초보학습자들이 난이도별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표제적 작품이다. 1권-3권이 각각 초급에서 중급까지 연결

되어 다양한 현대적 어법과 음악 양식, 기보법의 의미들을 체계적으로 학

습할 수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차트만은 <놀이>의 학습이 현대음악

을 경험하기 위한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참여를 길러주며 열린 자세와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도와줄 것을 희망하였다.

<프렐류드>88)는 광범위한 현대적 어법, 양식 및 분위기와 특정 테크닉

등으로 음악적 도전을 하게 하는 흥미 있는 작품들이다. 1권은 초급, 2권은

초급후기, 3권은 중급, 4권은 중급후기에서 고급에 걸치는 단계로 분류된다.

1권과 2권의 많은 곡들은 연령이 높은 학생들과 형제, 자매가 함께 듀오

앙상블로 연주할 수 있도록 교사의 반주파트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또한

리사이틀이나 축제, 테크닉 공부, 독보 연습을 위한 흥미로운 자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프렐류드> 3권은 피아노의 음악적이고 테크닉적인 계발을

위한 연습곡의 의미가 있다. <프렐류드> 4권(Preludes for Piano, Book 4,

2008-2009)은 캐나다 왕립음악원의 레퍼토리 목록에 있는 작품집으로 2015년

ECS 출판사(Highgate Press, ECS Publishing)에서 출판된 중급후기에서

고급에 걸치는 피아노 독주곡 작품집으로 4곡(I. Nocturne II. Mountain

Spirit III. Tara IV. Shimmering Wings)의 소품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88) <프렐류드>의 원제목은 <피아노를 위한 프렐류드>(Preludes for P iano)이나
본 연구에서는 <프렐류드>로 통일하여 칭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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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품집으로는 초급의 <떠나라!>, <스포츠>와 중급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조곡>, 중급후기의 <판타지>가 있다.

<떠나라!>는 초급용 13곡으로 구성되며 전원적인 자연의 장면들을 그린

그림들이 악보에 그려져 있고 표제도 다양하다. 예를 들면 새소리의 모방인

‘새 관찰’(Birding), 반음과 온음으로 이루어진 여덟 개 음의 스케일

(Octatonic Scale)을 소개하는 ‘미끄러지듯’(Slither), 학습자의 음악적 직감을

이용하여 악보에서 생략된 음을 채워 넣거나 악곡의 새로운 제목을 정하는

‘빈 칸 채우기’(Fill in the Blanks) 등이 있다. 차트만은 <떠나라!>를 통하여

멋진 상상의 여행을 하게 되며 시끌법적한 일상생활을 벗어나 자연스럽고,

조용한 생각과 휴식이 있는 음악의 환상세계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하였다.

초급수준을 위한 다양한 모음집인 <스포츠>는 피아노와 스포츠의 결합

을 의도한 것인데, 음악적 상상의 게임시합 및 육상경기를 연상시키는 피

아니즘을 학습할 수 있는 곡이다. 그림악보와 12음렬 등 현대적 기법 또한

익힐 수 있는 작품집이다.

8곡의 중급 작품인 <브리티시 콜롬비아 조곡>은 표제적 소품들로 아름

다운 브리티시 콜롬비아지방의 다양한 자연과 지리학적 주제의 영감으로

만든 작품들로 넓은 영역의 현대 스타일과 분위기를 제공한다. 이 곡들은

리사이틀과 페스티벌, 테크닉적 학습, 독보연습을 위한 흥미 있는 작품들로

가득 차 있다.

중급후기인 <판타지>의 다양한 곡들은 현대적 어법, 스타일과 기보법의

의미를 학습하며 리사이틀, 학습, 독보와 이론적인 분석연구를 위해 적합한

수준의 작품들로 현대 작곡 기법에 맞는 이미지를 연상하게 한다. 차트만

은 이 작품집을 학습함으로써 학생과 교사들에게 매력적이고 포괄적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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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피아노음악의 교재로 쓰이길 희망하였다.

<모험>은 1권과 2권이 한권으로 된 초급후기의 22곡으로 다양한 현대

기법, 음악양식, 기보의 의미를 학습할 수 있는 작품집이다.

<블루스 & 벨스>89)는 <어린 피아니스트들의 레퍼토리 시리즈>(The

Young Pianist’s Repertoire Series)에 수록된 중급과정의 듀오곡집이며

모두 6곡으로 되어 있다. 우수하고 다양한 스타일의 곡들로 구성되며 20세

기 음향과 테크닉을 소개하기에 좋은 입문서가 된다. 또한 교사들을 위한

지침도 수록되어 있으며 동시에 듣기에 편안함과 연주에 있어서 큰 즐거움

을 경험할 수 있다.

89) <블루스 & 벨스>는 프레드릭 해리스 출판사에서 1998년에 출판되었으며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작품집이다. 서술된 내용은 교사들을 위한 메모(‘Notes

for Teachers’)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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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작품분석 및 교수학적 의견

차트만의 7개 교육용 작품집에 포함된 총 122곡 중 20세기 중반 이후

기법이 두드러지는 곡들을 선별하여 초급 12곡, 초급후기 14곡, 중급 8곡,

중급후기 2곡으로 총 36곡을 선곡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먼저 전반적인 곡의 생김새를 파악하고 해당 곡에 쓰인

특징적 현대 기법과 이에 따른 교수학적 의견을 첨부하도록 한다. 곡의 분

석내용은 리듬, 음계와 조성, 아티큘레이션, 다이내믹 등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특징적 기법으로는 특이 기보를 포함한 현대적 기법들을 중심으

로 살펴보도록 한다.

분석에 앞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7개 작품집에 포함되는 각각의 곡들을

표시하였으며 총 36곡에 대하여 작품집과 곡명, 박자, 조성 및 음계, 형식

(마디수)으로 분류한 기본적인 음악적 특징을 <표 4>, <표 5>, <표 6>으

로 정리하였다. 특징적 기법의 내용은 본론의 IV장과 Ⅴ장에서 상세히 다

루게 되므로 표 목록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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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초급(12곡)90)의 음악적 특징

작품집 곡명 박자 조성 및 음계 형식
(마디수)

Amusements
Book 1

Monkey
Business

4/4
f# 중심음
5음 반음음계

통작
(13)

Silly
Argument

4/4
무조

7음 합성음계
통작
(16)

Halloween
Trick

2/4 B 장조
통작
(11)

Kangaroo
Parade

무박
무조

음계 개념
없음

즉흥연주

Preludes
Book 1

Balloons 4/4 오음음계 우연성음악

Away!

Slither 2/2 옥타토닉 음계
통작
(15)

Spring Light 무박 무조 통작

Birding 4/4 오음음계
통작
(11)

Wild Flowers 무박 무조 통작

Sports

Take That! 4/4 12음렬
통작
(10)

Olie the
Goalie

변박
(4/4, 2/4)

D 장조 통작

Catch Me!
복합박
(3/2, 5/4)

오음음계
통작
(8)

초급은 4/4, 2/4, 2/2박자를 비롯하여 무박, 변박, 복합박자 등이 나타난

다. 조성과 음계관련에서는 B장조, D장조, 오음 음계를 비롯하여 무조와

옥타토닉 음계, 12음렬, 그밖에 여러 개의 음계를 섞어 사용하는 합성음계

를 사용하였다. 형식은 우연성음악을 비롯한 열린 형식과 즉흥연주 외에

대부분의 작품들이 통작 형식(through-composed)91)으로 구성된다.

90) 표 목록에 제시한 작품집과 곡명은 모두 영어로 기재하도록 한다.
91) ‘통작 형식’은 반복 없이 전곡을 통하여 하나로 이어지는 형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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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초급후기(14곡)의 음악적 특징

작품집 곡명 박자 조성 및 음계 형식
(마디수)

Amusement
s

Book 2

Daydream 무박
무조

7음 합성음계
통작

Broken
Music Box

무박 C 장조 우연성음악

Freak-Out 3/4
무조

음계 개념 없음
즉흥연주
(12)

Being
Obnoxious

무박
무조

음계 개념 없음
즉흥연주

Ping Pong
Party

변박,
불규칙박
(4/4, 5/4,
무박, 4/4,
무박, 4/4)

무조
6음 합성음계

통작
(14)

Leapfrog 3/4
무조

12음 음계
통작
(17)

Popping Corn 무박
무조

음계 개념 없음
즉흥연주

Copy Cat 무박
무조

6음 합성음계
통작

Escapades
Book 1
and 2

Tomato the
Tomcat

4/4
무조
12음렬

통작
(9)

Berceuse 무박
5개음 사용

(C, D, E, F, G)
통작

Whisper 변박
복조성

(E장조, C장조)
우연성음악

Terrible
Behavior

4/4 무조
통작
(9)

Orion’s Orbit 6/8 G♭장조
통작
(11)

Trance 3/4
5개음 사용

(C, D, F, G, A)
반복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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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후기는 3/4, 4/4, 6/8박자와 무박, 변박, 불규칙박이 나타난다. 다양한

리듬과 박자를 통한 템포 조절을 경험할 수 있는 곡들이 초급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었다. 조성 및 음계를 살펴보면 C장조, G♭장조를 비

롯하여 전체 14곡 중 무조가 8곡, 음계 개념이 없는 곡이 3곡이며 복조성

이 포함된다. 12음렬의 경우 초급과는 달리 음 배열 방식을 변화시킨 형태

로 나타난다. 형식에 있어서는 통작 형식을 포함하여 즉흥연주와 우연성음

악이 좀 더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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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급(8곡) 및 중급후기(2곡)의 음악적 특징

작품집 곡명 박자 조성 및 음계
형식
(마디수)

Amusements
Book 3

Eagle’s Flight 4/4 무조
통작
(42)

Game of
Hypnosis

무박
무조

8음 합성음계
우연성음악

Earthquake
무박과
4/4의 교대

무조
음계 개념
없음

통작

Who’s
There?

무박
무조

음계 개념
없음

통작

Preludes for
piano
Book 3

Poltergeist 3/4 헥사코드 음계
통작
(24)

Prairie Sky
변박,
불규칙박

A♭장조
통작
(20)

British
Columbia
Suite

Crabs 변박
복조성
(B장조,
C장조)

통작
(20)

Red-tailed
Pursuit

변박 무조
통작
(20)

Fantasies
(중급후기)

Night
Sounds

무박 무조 통작

Final
Argument

변박 무조
통작
(16)

중급과 중급후기는 3/4, 4/4박자를 비롯하여 전체 10곡 중 변박 및 불규칙

박자가 4곡이며 무박을 포함한 박의 교대가 나타난다. 음계 및 조성에서는

A♭장조, 무조, 음계 개념이 없는 곡, 복조성외에 헥사코드 음계가 소개된다.

형식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통작 형식이며 우연성음악과 즉흥연주형식의 곡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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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다음의 분석할 작품들은 초급의 곡들로 <놀이> 1권의 4곡, <프렐류드>

1권의 1곡, <떠나라!>의 4곡, <스포츠>의 3곡으로 모두 12곡이 포함된다.

1. 바보같은 짓(Monkey Business)

1) 곡 분석

4/4박자의 단순한 리듬 구성으로 주로 사용된 4분 음표 이외에 4분, 2분

쉼표가 거의 모든 마디에 나온다. 단순한 리듬 배치로 쉼표의 자리는 건반

이 아닌 몸으로 내는 소리로 채우도록 되어있다. 즉 오른손만 건반을 치고

왼손 부분은 몸으로 내는 소리를 담당한다. 리듬의 복잡성은 최소화하여

초급의 난이도를 충분히 고려했다.

본론에서 다룰 차트만의 거의 모든 작품들이 그렇듯 조성의 개념은 사용

하지 않고 있다. 음계는 오른손 성부에만 5개의 반음(F#-B♭)을 사용하여

건반에서의 이동부담을 줄였다. 음형의 배열에 있어서 곡에 등장하는 다섯

개의 반음을 처음부터 모두 제시하지 않고 한 개의 음으로 시작한 후 순차

적으로 한 음씩 추가되는 점이 두드러진다. 아티큘레이션은 마지막 피치

(pitch)인 점2분음표의 B♭음만 제외하고 모든 음이 스타카토에 악센트가

붙어있다. 몸으로 내는 소리 역시 타악기적으로 짧게 끊어진다는 점과 연

관시켜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이내믹은 처음부터 끝까지

포르티시모(ff)로 설정되어있다. 차트만의 작품에서 특히 아티큘레이션과 다

이내믹은 곡의 캐릭터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50 -

2) 특징적 기법

본론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곡들이 조성이 없는 무조로 되어있지만 특징

적 기법항목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겠다. 반대로 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곡 분석에서 언급될 것이다.

<신체 사용의 보조음향>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건반과 비건반의 타악기적 주법과 음향 경험하기

그리고 지시사항의 기보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신체의 소리를 표현할 때

<악보 12>의 음표의 머리 부분을 ‘x’자로 나타내었다. 악보 하단의 (a)는

건반 이외의 소리로서 큰 타악기적 음량으로 손뼉치기, 발구르기, 소리치

기, 쉿 소리 내기 중에서 선택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악보 12> <놀이 1권> 중 ‘바보같은 짓’ 마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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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의 왼손 성부엔 음표 머리 부분을 ‘x' 로 표기하여 손뼉치기, 발 구

르기, 소리치기 그리고 ‘쉿’하는 소리를 표현하도록 지시하는데 이는 어린

학습자들에게 건반과 신체의 소리가 교대하며 결합되는 경험을 하게 한다.

건반 위 활동에만 국한되는 전통적인 악곡 연주의 관행으로부터 보다 자유

로운 상태로 나아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악센트가 표시된 스타카

토와 신체표현을 통하여 타악기적 음향을 경험 할 수 있다. 오른손이 치는

반음 스타카토 음들도 타악기적 주법, 즉 반동(bounce)을 이용한 손목 스타

카토로 처리함으로써 몸으로 내는 소리와 동일한 종류의 타악기적 음향을

만들어야 한다.

3) 교수학적 의견

악보에 지시된 신체의 소리 이외에도 혀 차는 소리, 무릎치기 등 다양한

신체표현의 소리를 만들어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또는 음표

부분은 학생이 치고 그 이외 부분을 선생이 맡거나 그 반대로 설정해 기본

적 리듬감이 취약한 초급 학생들에게 보조용 레퍼토리로도 활용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20세기에 출현한 다양한 스

타일과 새로운 기법들을 초급과 중급과정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게 의도되

었다. 그러나 시대나 스타일과 무관하게 모든 곡을 다룰 때 실행해야 할

기본적인 연습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 즉 명확한 소리 연습, 정확한 리듬처

리, 올바른 신체자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연습을 통하여 새로운 소리의 경

험과 리듬감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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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찮은 말다툼(Silly Argument)

1) 곡 분석

‘하찮은 말다툼’은 4/4박의 곡으로 곡 전체가 4분 음표와 8분 음표로만

구성되어 있다. 일곱 음들의 합성음계92)로 이루어져 조성감을 느낄 수 없

는 곡이다. 이 곡의 모든 음들은 스타카토로 이루어져있고 극도의 대비되는

다이내믹이 눈에 띤다. 스타카토의 짧은 음형들은 피아노의 타악기적 음향을

느끼게 한다. 곡의 제목과도 관련성이 있지만 어린 학습자에게 흥미로운

것은 서로 다툼을 하는 두 상대의 표현을 상반되는 다이내믹인 피아니시모

(pp)와 포르테시모(ff)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왼손은 모두 ff이고 오른손

은 pp로 일관되게 소리 내며 교대로 나온다. 이 부분은 음역에 따른 음향

의 대비로 왼손파트는 학생이 저음역에서 손쉽게 ff의 음량을 낼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양손 모두 좁은 음역에서 소리 내어

손의 위치이동을 최소화하였다. 마지막 두 마디(마디 15-16)에서는 ff가 강

박에 나오는 반면 pp는 마지막 마디 약박에 나오며 곡을 마치게 되는데

매우 익살스러운 표현이다.

92) 합성음계(synthesis scale)는 현대작곡기법에서 2개 이상의 음계를 임의로 결

합하여 사용한 음계이다. 이러한 음계를 통상적으로 ‘합성음계’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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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놀이 1권> 중 ‘하찮은 말다툼’ 마디 1-4

2) 특징적 기법

<포인틸리즘>

곡의 모든 음에 표기된 스타카토 아티큘레이션과 극단적 대비의 다이내

믹이 두드러지는데 점을 찍듯이 건반을 타건하는 포인틸리즘의 기본적 형

태를 경험할 수 있는 곡이다. pp와 ff가 극단적 대비를 보이는 다이내믹 처

리는 포인틸리즘의 특징이다. 대비되는 pp와 ff의 다이내믹 연습은 초기에

는 모두 충분한 음량으로 연습한 후 대비되는 다이내믹으로 설정한다.

3) 교수학적 의견

높은 음역, 낮은 음역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길수도 있으므로 왼손, 오른

손의 다이내믹을 반대로 설정하여 연습해본다. ‘바보같은 짓’과 ‘하찮은 말

다툼’은 교수학적 관점에서 볼 때 공통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즉, 초급 학

습자들을 위해 리듬의 복잡성은 최소화하여 난이도를 고려하였고 새로운

기법이나 개념을 학습할 때 여타의 다른 음악적 요소들은 단순화하여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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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중하는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시대와 스타일

의 곡을 다룰 때 필요한 기본적인 연습도 함께 선행되어야 한다. 셈여림과

리듬에 대한 학습이 가능한 곡이다.

3. 할로윈 장난(Halloween Trick)

1) 곡 분석

이 곡은 2/4박자의 곡으로 오른손 8분 음표와 곡의 첫 마디에서 마지막

마디까지 지속된 왼손의 2분음표로 구성되어 있다. 오른손 성부에서 사용

되는 2개의 8분 음표는 반복되거나 음이 추가되어 나타난다. 일정음형의

반복과 음 추가 기법은 차트만이 학습자의 학습단계를 고려한 것으로 즐겨

사용하는 작곡형태로 볼 수도 있다. 조성은 B장조이나 전통적 조성의 의미

보다는 건반에서의 위치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정된 조표로 볼 수

있다. 곡에 쓰이는 B음에서 F#음에 이르는 다섯 음들은 1번-5번의 다섯

손가락 포지션으로 되어 있다. 전체가 ff로 연주하며 왼손의 모음화음을 포

함한 모든 8분 음표에 악센트 표시가 지시되어 있다. 왼손의 지속화음이

페달 포인트와 같은 효과를 준다. 오른손의 스타카토 8분 음표의 진행과

왼손의 화성적 음향의 섞임을 경험하는 곡이다. 또한 음향기법에서의 하모

닉스를 학습하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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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놀이 1권> 중 ‘할로윈 장난’ 마디 1-3

2) 특징적 기법

<클러스터와 ‘하모닉스’ (harmonics)93) 효과>

ff로 시작된 왼손의 지속화음은 하모닉스를 위한 초보적인 경험으로 볼

수 있다. 원래 하모닉스는 소리 내지 않고 음을 누른 후 다른 음들과의 섞

인 음향을 경험하는 것이나 이곡에서는 왼손의 화음을 타건한 후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 악센트로 강조된 오른손 성부의 스타카토와 함께 섞인 음향

을 들을 수 있다. 조성적인 음계의 다섯 음을 사용하는 곡이지만 왼손의

경우와 같이 다섯 음을 동시에 타건하면 색다른 배음효과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왼손의 지속화음과 오른손의 강하고 정확한 스타카토 음들이 섞여

서 만들어지는 하모니를 경험할 수 있다. 사용된 지속화음은 초급과정에서

의 클러스터 개념의 코드를 쓰고 있다.

93) 하모닉스로 지칭되는 피아노 음악에 시도된 특이한 기법인 배음열(Overtones)

은 건반을 소리 내지 않고 누른 채로 다른 건반을 연주하여 배음열의 화성적

배열에 따른 음들이 산출되어 음향의 섞임을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이다. 악보에

다이아몬드나 삼각형 모양의 음표로 표시되기도 한다.

이연경. “현대 피아노곡에 나타난 혁신적 작곡기법 고찰 및 교수방안 탐색”

『음악교육연구』 43/3(2014):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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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적 의견

다이내믹 표현은 악보에 표기된 ff대신 pp로도 해 본다. 페달이 제시되지

는 않았으나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음향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본다. 응용

학습으로 C# 장조 , E 장조 등 다른 조성의 기본 다섯 음으로도 이곡을 연

습하여 다른 조성에서의 음향을 경험할 수 있다.

현대작곡기법에서는 새로운 음향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 곡은 무조가

아닌 조성음악에 사용되는 음계를 통하여 큰 거부감 없이 새로운 음향을

먼저 경험하게 한다.

4. 캥거루 행진(Kangaroo Parade)

1) 곡 분석

이 곡은 캥거루의 움직임을 상상하여 음악 속에 표현하는 즉흥연주 형식

의 곡이다. 악보형태는 마디, 박자, 조성 없이 일정한 리듬패턴이 주어진

새로운 기보법으로 되어있다. 템포는 보통빠르기로(Moderately), 매우 빠르

게(Very fast), 매우 느리게(Very slowly)로 나누어 제시하여 비교적 유동

적이다. 악보 서두에 차트만은 연주의 지시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첫째, <악보 15>의 점 8분 음표와 16분 음표의 기본적인 리듬 패턴은

건반의 전 영역을 활용하여 치도록 제시하였다. 둘째, 음정간격의 이동은

항상 건반의 위쪽을 향하도록 하여 캥거루의 뛰는 모습을 묘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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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멜로디, 음정간격, 다이내믹, 구조(textures), 템포에 있어서 폭넓고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한다. 넷째, 캥거루의 다양한 움직임을 상상하여 연주

하도록 한다. 음악적 요소들에 대하여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셋째, 넷째

의 지시사항들은 학습자의 창의력을 좀 더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기법으

로는 왼손 저음영역의 패턴인 (a)는 주어진 음의 범위 안에서 검은 건반과

흰건반을 함께 눌러 소리 내는 클러스터가 소개되고 있다. 이 곡의 연습

전에 클러스터에 대한 단순하고 기본적인 형태의 학습이 선행된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모음화음, 단음과 페달을 이용한 다이내믹의 효과

(pp-ff)로 다양한 움직임을 묘사하고 있다. 페달을 사용한 단음의 리듬패턴

은 느리게 움직이며 정지해 있는 듯 한 동작을 연상할 수 있다. 이 곡은

초급학습자들이 주어진 리듬패턴과 다양한 아티큘레이션으로 움직임을 표

현하여 창의적인 즉흥연주를 경험할 수 있다.

<악보 15> <놀이 1권> 중 ‘캥거루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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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적 기법

<클러스터와 즉흥연주>

인접한 음들의 화음을 동시에 연주하여 음향효과를 주고자 하는 클러스터

기법은 현대음악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다.94) 반음계 클러스터는 손가락

으로 치거나 손이 작은 어린 학생들의 경우 손가락 대신 손바닥으로 눌러

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차트만은 뒤에 논의될 대부분의 곡에서 클러

스터를 격앙된 큰 음량으로 표현한 것에 비하여 이곡에서는 캥거루의 변화

하는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하여 최저음역에서는 ff로, 저음역에서는 pp로도

연주 할 수 있도록 음량의 변화를 달리 나타내었다.

이 곡은 일정한 음악적 요소만 제시하고 연주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연주자가 즉석에서 창작, 연주하는 즉흥연주 형식의 곡이다. 기본리듬과 다

양한 아티큘레이션으로 캥거루의 움직임(빠르게, 느리게, 짧게, 길게, 규칙적,

불규칙적, 멈추기, 시작하기 등)을 상상하여 음악적 표현력을 키울 수 있다.

3) 교수학적 의견

이 곡은 초급학습자들에게 ‘캥거루’의 독특한 움직임을 묘사하여 소리로

경험하게 하는 흥미로운 곡이다. 즉흥연주는 소리에 대한 상상력과 집중력,

94) 허영한 외 ,『새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서울: 심설당, 2004), 307.

20세기 초반에 헨리 카웰이 소개한 기법으로 20세기의 보편적인 피아노 주법

이자 음색작곡기법의 하나인 클러스터(cluster)는 짐승이나 새가 무리를 지어있

는 ‘떼’ 또는 포도에 포도알들이 촘촘히 붙어 있는 ‘송이’를 뜻하며 여러 음들이

밀집되어 총체적인 음색으로 들리는 결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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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심을 키우며 악기를 통한 창의적인 표현에 있어 더욱 자율적으로 경험

할 수 있다. 음악에 있어서 창작과 연주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연주형태

이기도 하다. 또한 초급과정에서부터 주어진 음악적 재료를 가지고 자유롭

게 즉흥연주를 경험할 수 있다. 교사는 연주의 지시내용을 잘 파악하여 구

체적인 연습과정을 학생에게 알려주고 표현하도록 도와준다.

다양한 아티큘레이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리듬패턴과 음높이의 방향은

일정하게 제시하여 다른 음악적 요소들보다 한 가지 개념에 집중할 수 있

도록 하였다.

5. 풍선들(Balloons)

1) 곡 분석

이 곡은 우연성 기법을 적용한 곡으로 독주 혹은 교사와 함께하는 앙상

블(one piano four hands)연주가 모두 가능한 곡이다. 4/4박자의 곡으로 학

생파트는 4분, 2분, 온음표의 단순한 박자로 구성되며 교사파트는 주로 8분

음표의 연결로 학생파트에 비해 보다 선율적인 펼침 화음 구조로 되어있

다. 음계는 검은 건반의 오음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손의 손가락 포지

션을 악보 하단에 제시하고 있다. 어느 음과도 배음이 잘 어울리는 오음음

계의 특성상 교사, 학생은 곡의 순서를 무작위로 하여 다양한 음향을 경험

할 수 있다. 다이내믹은 곡 전체가 pp로 되어있어 하늘에 떠 있는 풍선을

묘사하고 있다. 분리된 5개의 단위악보로 구성되어 있고 풍선모양 속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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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여 시각적으로 낯선 기보형태가 눈에 띤다. 풍선모양의 단편들은 학생

과 교사 모두 어떤 순서로도 연주할 수 있으나 악보 중앙에 있는 풍선은

반드시 마지막에 연주하여 곡을 마치도록 제시한다. 각 풍선마다 마지막

음들은 페르마타로 음을 지속한 후 다음 풍선으로 이동하게 된다. 학생파

트는 상행하는 단순한 형태의 선율과 모음화음으로 풍선의 떠있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반면 교사파트는 주로 하행 또는 상행하는 펼침 화음의 반복

으로 나타난다. 이 곡은 표제곡으로서 풍선의 움직임을 상상하며 학생과

교사 모두 흥미롭게 접근 할 수 있는 작품이다.

<악보 16> <프렐류드 1권> 중 ‘풍선들’ (학생용, 교사용 악보)

<학생용> <학생용>

<교사용> <손번호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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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적 기법

<우연성 음악>

이 곡은 주어진 단위악보들의 순서를 자유롭게 결정하여 연주하는 우연

성기법의 곡이다. 검은 건반의 오음음계로 구성되며 교사와 학생이 서로

다른 풍선의 단편을 연주하여도 듣기에 부담이 없으며 모음 화음, 펼침 화

음의 구성으로 인상주의적인 음향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오음음계의 재료

로 각 단편의 순서를 여러 차례 바꾸어 연주하여 음향의 어울림을 다양하

게 경험할 수 있다.

3) 교수학적 의견

이 곡은 우연성기법 가운데 연주의 순서만을 무작위로 선택할 수 있는

곡으로 초급학생들이 우연성 개념을 처음 접하기에 용이하다. 제시된 양손

포지션의 검은 건반들은 부드러운 풍선의 움직임을 표현하므로 레가토 주

법으로 부드럽게 연결하는 연습이 요구된다. 각 풍선의 음 패턴을 살펴보

면 학생의 음형들은 풍선 자체의 느낌을 묘사하는 반면, 교사의 음형들은

풍선이 떠있는 공기 중의 대기상황을 그린 듯이 상상할 수 도 있겠다. 각

단위악보의 음 배열과 모양이 모두 달라 학생이 다양한 음들의 패턴을 학

습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과 음형에 따른 풍선의 움직임과 느낌에 대하

여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풍선의 단편 연주 후 교사와 학생은 두

사람의 약속된 표현(예를 들면 둘째마디 페르마타에서부터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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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다, 음, 풍, 선)으로 함께 이동하여 다음 풍선의 단편을 연주한다. 페달

의 사용유무는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방법으로 시도하여

음향의 차이점을 느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언급할 모든 우연성기법의

곡들은 먼저 각 단편들의 음형과 구조를 파악한 후 충분한 개별적 연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6. 미끄러지듯(Slither)

1) 곡 분석

‘미끄러지듯’은 2/2박자의 곡으로 제목처럼 뱀의 미끄러지듯 한 움직임을

묘사한 곡이다. 2/2박자는 느리지만 매듭 없는 둥근 곡선 형태의 움직임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리듬에 있어서는 4분 음표 4개의 1마디를 2/2박자로

파악하고 메트로놈의 속도를 약 60으로 제시하여 뱀의 기어가는 느린 속도

감을 느낄 수 있다. 온음과 반음의 교대로 이루어진 8음 음계(Octatonic

Scale)를 사용하였으며 뱀의 구불구불한 움직임을 드러내는듯하다. 음형은

유니슨 형태로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마디 8에서 마디 10까지는 pp에서 크

레센도되어 점진적으로 mf에 이르다가 다시 pp와 리타르단도(ritardando)

로 느리게 연주하여 움직임이 서서히 멈추는 것을 표현한다. 제시된 손의

다섯 손가락 포지션대로 같은 번호를 유지하며 8음 음계의 독특한 음향을

경험할 수 있는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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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적 기법

<8음 음계>

초급에서 처음 소개된 온음-반음이 교대로 나오는 8음 음계의 곡이다.

이 음계는 변형된 장2도와 단2도로 이루어져 있어서 ‘온음-반음음계’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95) 뱀의 구불구불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

는 음계의 특성을 경험할 수 있다.

<악보 17>은 뱀의 그림형태와 8음 음계를 다섯 손가락포지션과 함께 표

기하였다.

<악보 17> <떠나라!> 중 ‘미끄러지듯’ 악보 첫 부분

95) Stefan Kostka, 『20세기 음악의 소재와 기법』, 박재은 번역 (서울: 예당출판사,

2002), 33-34.

8음 음계는 선율적 소재가 풍부하며 단2도로부터 장7도까지의 모든 음정을 가
지고 있다. 감7화음과 변화된 딸림7화음이 많은 즉흥곡에, 특히 현대재즈에 그
터를 마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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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적 의견

음계의 특성상 학생들에게 온음-반음의 교대로 이루어진 8음 음계가 어

려울 수 있다. <악보 18>에서와 같이 먼저 타원형 표시의 공통되며 반복

되는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쳐본다. 이후 슬러의 앞뒤 음들만 남게 됨으로

슬러로 연결된 전체 음들의 진행을 쉽게 인식하고 연습할 수 있다.

<악보 18> <떠나라!> 중 ‘미끄러지듯’ 마디 1-3

음악적 진행을 살펴보면 양손음형이 같은 방향의 유니슨으로 움직인다.

양손의 다이내믹을 f나 p로 서로 다르게 하여(p-f, f-p) 주로 f의 성부에

귀 기울이며 p성부는 자연스럽게 따라가도록 인식하면서 쳐본다. 이 경우

같은 다이내믹으로 칠 때 보다 좀 더 단순화된 연습과정으로 소리에 집중

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한손은 개구리가 가볍게 뛰는 모습을 상상

하여 스타카토로 쳐보고 다른 손은 구렁이가 미끄러져가듯 레가토로 치는

연습 후 악보대로 연습해 볼 수도 있다.

차트만은 새로운 음계를 학습할 때 다섯 손가락 포지션과 단순한 음들의

패턴을 구성하여 초급학습에 있어서 난이도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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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봄빛(Spring Light)

1) 곡 분석

이 곡은 무박과 무마디의 곡이다. 곡의 구조는 4개의 음들(A♭, B♭, D

♭, E♭)을 기본구성으로 반복과 첨가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음

그룹의 4개의 음들은 둘째 그룹 시작부분에 A♭, D♭, B♭음이 추가되어

왼손(A♭, D♭, B♭, E♭), 오른손(A♭, B♭, E♭)의 음들을 연결하여 기

본 프레이즈를 이룬다. 넷째 음 그룹에서는 같은 음형이 4번 반복되다가 B♭

음에서 정지하여 페르마타로 5번 반복하여 나온다.

템포에 있어서 첫째 음 그룹은 아첼레란도로 살짝 빨라지며 마치 봄기운

이 싹틈을 알리듯이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둘째 음 그룹에서는 음의

첨가로 인한 템포의 변화와 페르마타로 표시된 동일한 음에 이르게 되며

마치 숨고르기를 하는 듯하다. 셋째 음 그룹에서는 음 기둥 그룹의 묶음이

균일한 모양으로 고른 템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 부분은 다음의 4번에 걸

쳐 반복되는 같은 음형들의 클라이맥스에 이르기 전 일종의 준비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단의 페르마타로 표기된 B♭음은 ff에서 점차적으로 줄

어든 pp로 다시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로 돌아온다.

기보에 있어서는 음표의 꼬리 부분을 두 줄 또는 세 줄로 묶어서 음사이

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점차로 빨라지도록 음길이의 변화를 표시한다. 페달

은 곡 전체페달을 사용하되 마지막단의 반복되는 B♭음의 페달사용의 유

무는 학습자가 정한다. 다이내믹과 템포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음향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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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떠나라!> 중 ‘봄빛’ 첫째, 둘째 음 그룹과 넷째 음 그룹

2) 특징적 기법

<다이내믹과 템포 변화에 따른 음향효과와 특이 기보>

첫 프레이즈의 음표들을 연결한 꼬리 부분은 16분 음표로 인식하기보다

는 곡 서두에 문자로 표시된 아첼레란도(accelerando)의 템포개념으로 이해

해야 한다. 음표의 꼬리부분을 두 줄 또는 세 줄로 만들거나 간격을 넓혀

서 점점 빨라지는 템포의 효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

보형태는 기존의 박자표와 마디로 정형화 된 기보에 비해 무박을 비롯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하여 보다 유연하고 자유로운 감각으로 리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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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적 의견

이 곡은 단순한 4개의 음들을 토대로 템포와 다이내믹의 단계별 변화를

학습할 수 있는 곡이다. 곡의 클라이맥스인 넷째 프레이즈의 ff에 이르기

전 다이내믹의 표기가 ‘cresc’로만 되어있으나 같은 음형을 반복할 때

p-mp-mf-f의 단계별 구체적인 다이내믹으로 연습한다. 이 곡의 경우와 같

이 크레센도나 디크레센도의 점진적인 다이내믹을 표현할 때 주의할 점은

일정 부분만 작아지거나 커지지 않도록 양손 소리의 균형감각을 잘 조절해

야 한다. 음형의 반복을 통한 프레이즈를 인식할 때 음들의 연결성 보다는

음향효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습의 포인트는 템포와 다이내믹이므로

상대적으로 음의 구성은 단순하게 한 점이 눈에 띤다.

8. 새 관찰(Birding)

1) 곡 분석

이 곡은 4/4박이며 8분, 4분, 2분, 점 2분 음표로 구성된 단순한 리듬구

조로 이루어진다. 조표는 Db 장조를 사용하며 검은 건반으로 구성된 오음

음계(pentatonic scale)의 곡이다. 양손 모두 건반의 높은 음역에서 새들의

소리를 묘사하고 있다. 양손성부의 배치는 전통적인 모방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첫 두 박에 걸쳐 나온 새의 소리는 앞 박의 리듬을 뒤따라 모방하

게 된다. 새들의 소리 패턴을 살펴보면 <악보 20, 21>의 마디 1과 3-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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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 1의 ‘dee-dee’ 소리(단3도 단음)와 박새 2의 반복되는 ‘dee-dee’ 소리

(단3도 단음)를 나타낸다. 이어서 까마귀의 ‘caw’ 소리(장2도의 두 개의 검

은 건반), 아기 새의 꾸밈음과 반복되는 두 옥타브 위의 단음들(A♭-B♭)

그리고 리드미컬(rhythmical)한 딱따구리의 두드리는 소리로 구성된다.96)

까마귀의 등장은 2분 음표에 악센트 표시가 있다. 곧이어 나올 아기박새의

꾸밈음(A♭)이 포함된 두 옥타브 높은 B♭음에는 악센트 표시가 있으며

까마귀를 무서워하며 놀란 느낌을 ff로 표현한다. 마디 11의 딱따구리 소리

는 피아노의 나무 부분을 손 관절로 두드려 표현한다. 다이내믹은 f와 ff로

단순하며 모든 음을 명확한 터치와 큰 음량으로 치도록 한다.

<악보 20> <떠나라!> 중 ‘새 관찰’ 마디 1

<악보 21> <떠나라!> 중 ‘새 관찰’ 마디 3-4, 11

96) 새들의 소리패턴과 연습방식의 일부 서술들은 RCM의 셀러브레이션 시리즈의

교사지침서 내용을 참고하였다.

Cathy Albergo others, Celebration Series Perspectives P iano Handbook for
Teachers. (Toronto: The Frederick Harris Music Co., Limited, 20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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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적 기법

<오음음계와 피아노 건반 이외 부위 사용 소리 만들기>

이 곡에서 묘사하고 있는 엄마박새, 아기박새, 까마귀는 모두 피아노 건

반의 소리로 묘사하고 있으나 딱따구리는 피아노의 나무부분(피아노 건반

아래의 나무부분이 좋음)을 손으로 두드려 소리 내며 기보는 ‘×’ 표시를 사용

한다. 첫 곡으로 살펴보았던 ‘바보같은 짓’과 비교하여 보면 ‘바보 같은 짓’

이 신체로부터 만들어지는 소리로 타악기적 효과를 냈다면 이 곡은 악기소

리가 아닌 동물(새)의 소리를 묘사하기 위하여 신체와 피아노건반 이외의

부분을 사용하여 소리 내는 점이다. ‘바보 같은 짓’과 큰 맥락에서 보면 두

곡 모두 동일하게 건반이외의 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곡의 구성에

서 새로운 사운드를 만드는 음향의 사용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3) 교수학적 의견

악보대로 연주하기 전 D♭장조의 다섯 손가락 패턴으로 준비연습을 한

다. 각 패턴의 시작되는 마디(마디 1, 3, 5, 7, 9, 10)를 찾아서 치면 각기

다른 패턴의 특징을 이해하고 나누어 연습할 수 있다. 각 음들의 소리를

명확히 내기 위하여 손 번호를 살펴보면 악보에 첫마디 ‘dee-dee’부분의 오

른손의 번호가 3-2로 되어있고 왼손은 3-5로 되어 있다. 학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4-2, 2-4로 치는 것이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다. 양손 모두 높

은 음역에서 소리 내며 마디 3에서는 왼손이 오른손 보다 높은 음역에 위

치하여 손의 교차가 이루어진다. 교사는 학생들과 악보에 나타난 새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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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다양한 새소리를 만들어 새로운 리듬패턴으로 즉흥연주 해보도록 한

다.(예를 들면 뻐꾸기, 앵무새 등) 이 경우에도 정확한 리듬과 피아노 건반

이외의 소리를 활용하여 표현해본다.

9. 야생화(Wild Flowers)

1) 곡 분석

무박과 무마디의 곡으로 8분 음표의 그룹들이 하나의 음형단위로 구성되

어 있다. 무박의 독특한 표기와 각 단위(system)97)에서 8분 음표들 사이의

수평적 거리를 음과 음 사이에 소요되는 시각적 개념으로 표시하였다. 단

위의 구성은 첫째단위의 음형을 기본으로 반복, 첨가되어 나타낸다. 각 단

위를 연주하는 시간은 10-12초로 제시되어 있다. 단위마다 전체 연주시간

은 같으나 음표의 수가 늘어남으로 8분 음표의 박을 조절하여 쳐야한다.

첫 단위에 나오는 5개의 음들이 가장 느리게 연주되며 세 번째 단위는

반복되었던 음형을 제외하면 4개의 새로운 음이 첨가되었음을 알 수 있으

며 템포도 다른 프레이즈에 비하여 조금 빠르게 연주된다. 이곳을 클라이

맥스로 볼 수 있는 것은 음형들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pp-mp-pp의 다이내

믹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마지막 단위는 곡의 종지를 알리듯 느려

지고 아주 작은 ppp로 마치게 된다. 전체적으로 다이내믹은 작고 여린 소

리로 연주하여 ‘야생화’의 부드럽고 섬세함을 표현한다.

97) 차트만이 문자기보로 제시한 시스템(system)을 여기서는 ‘단위’로 표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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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떠나라!> 중 ‘야생화’ 셋째 프레이즈

2) 특징적 기법

<비례 기보법>(proportional notation)

음표의 꼬리부분을 연결한 수평적 거리로 음사이의 시간을 표시하는 기

보법이다.(음 기둥 그룹에 의한 기보법) 각 프레이즈의 전체시간은 일정하

며 연주내용은 문자로 제시되어 있다.

<무박의 표기>

무박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 곡에서는

위와 같은 기호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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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적 의견

이 곡에 나타나는 음의 길이는 음들의 수평적 공간에 비례한다. 각 단위

들의 연주시간을 10-12초로 제시함으로 일정시간동안 단위마다 다른 갯수

의 음들을 연주하게 된다.(예를 들면 악보에 있는 4개의 단위들 가운데 첫

번째는 12초 안에 5개의 음만을 연주하므로 다른 프레이즈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게 치게 된다. 둘째 단위는 9개, 셋째 단위는 17개, 마지막 단위는 8개

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셋째 단위가 가장 많은 음들로 구성되며 곡의

클라이맥스가 되기도 한다.) 우선 초시계로 12초를 가늠하여 각각의 단위

를 따로 연습하도록 한다. 전자식 메트로놈이 아닌 태엽을 감는 추시계형

태의 메트로놈으로 느리게 맞추어 연습하는 방법도 시각적인 효과를 고려

하여 시도해 볼 수 있다.

이 곡은 템포 루바토의 개념을 시각적인 형태로 표기하여 나타낸 새로운

기보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정한 박에 음의 길이가 다양하게 나오며 자연

스럽게 루바토를 경험할 수 있는 곡이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박과 리듬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먼저 이해하고 소리와 연결시키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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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봤냐!(Take That!)

1) 곡 분석

이 곡은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을 초급에서 소개한 곡으로 12음의 구성을

악보로 예시해 놓았다. <악보 23>에서 왼손(LH)은 C, B, A, G, F와 A#음,

오른손(RH)은 E♭, C#, D, E♮, F#, G#음으로 각 음들의 손가락 포지션을

제시하고 있다. 왼손은 C, B, A, G의 4개의 음, 오른손은 C#, D, E, F#음으로

2도 화음 스타카토와 슬러 스타카토로 되어있다. 다이내믹은 마디 1의 pp

에서 마디 6의 ff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인 크레센도를 이루고 있다. 마디 8

에서 마디 9의 2도 화음 스타카토와 마디 9의 ‘×’로 표기된 특이기보의 ‘소리

지르기’는 청중이 각 4분 음표마다 “Take that!” 하며 외친다. 마지막 마디

에서는 클러스터를 연상시키는 반음관계의 3음으로 구성된 모음화음 스타

카토로 곡을 마치게 된다. 이 곡은 제목인 ‘봤냐!’에서 느껴지듯이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분풀이하듯 격한 감정을 12음 기법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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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스포츠> 중 ‘봤냐!’ 12음렬, 첫 부분, 마디 1-3

2) 특징적 기법

<12음렬>

12음 기법의 구성 원리는 12개의 음들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기본 음렬을

만들고, 다음에는 다양한 기법으로 변형시킨 음렬로 재배열 하는 것이다.

이 곡에서는 12개의 음을 왼손 6개, 오른손 6개로 배분하여 초급학습자에

게 12음 사용의 경험을 지나치게 낯설거나 어렵지 않도록 하였다.

<신체 소리 만들기>(소리치기)

마디 9에서는 음표 머리 부분을 ‘x'로 표기하여 연주를 감상하는 청중들과

함께 이 곡의 제목을 소리쳐 말하면서 곡의 상황을 고조된 분위기로 몰아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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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적 의견

만들어지는 사운드는 그다지 난해하지 않으나 12음 기법의 본질을 이론적

으로 설명해주어야 이 곡을 다루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악보에서 제시된

손가락 포지션과 같이 왼손의 흰건반의 음들과 오른손의 검은 건반과 흰건반이

섞인 음들의 진행을 다섯 손가락 포지션으로 연습한다. 다이내믹은 마디 1에

서 마디 5까지 pp-p-mp-f-ff의 단계적 표현을 위해서 1-5 단계로 나누어 연습

한다. 마디 6의 ff부터 마디 7을 거쳐 스타카토로 이루어진 불협화적 음향은

무슨 일이 생긴듯한 느낌을 그려낸다. 마디 5의 f 음량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

도록 지속시켜서 마디 6 이후부터는 감정이 큰 폭으로 고조되듯이 쳐야 한다.

이 곡은 다이내믹의 표현과 함께 정확한 리듬감을 갖고 쳐야 공격적이며

익살스러운 곡의 느낌을 더욱 잘 살릴 수 있다. 곡 전체를 쳐본 후 이 곡

에 나타난 12음 배열의 소리에 관하여 학생과 이야기 나누어 본다.(이 곡

의 제목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지도 질문해 본다.) 12음 기법을 이용하여

나름대로 짧은 곡을 만들어보는 것도 유용한 학습이 될 수 있겠다.

11. 골키퍼 올리(Olie the Goalie)

1) 곡 분석

이 곡은 어린 학생들에게는 악보형태 자체로 흥미를 갖게 하는 그림기보

형태이다. 4/4박의 구조이며 4번 악보의 쉼표 부분만 2/4박이다. 4분 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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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분 음표 그리고 한 박의 음가인 셋잇단음표로 구성되어 있다. 곡 전체

는 D장조이며 2번에서만 D♭, A♭, B♭음이 나온다. 단편98) 1, 2, 3은 첫

음이 C-D♭-D로 반음씩 올라가는 동시에 템포도 빨라져서(get faster!) 스

포츠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단편 4에서 2박을 쉬고 셋잇단음표의 신

나는 응원구도의 리듬이 진행된 후 양팔로 클러스터를 연주하고 곡을 마친

다. 다이내믹은 단편 1, 2, 3 모두 f이며 단편 4에서 ff, 마지막 구호 외치는

단편 5에서는 앞팔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fff로 음량이 확대된다. ‘Olie the

Goalie’는 숫자가 표기된 고무원반과 하키 운동선수의 그림이 함께 한 스포

츠의 형태를 이용한 곡이다.

<악보 24> <스포츠> 중 ‘골키퍼 올리’

98) 각 번호들의 원모양 고무원반을 ‘pucks’로 지칭하였으나 곡 분석에서는 ‘단편’

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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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적 기법

<그림악보>

스포츠의 세계를 시각적인 그림기보형태로 표현하여 곡에 대한 상상과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클러스터>

이 곡에서 사용한 앞팔 클러스터는 표기된 음역의 한 옥타브 전체를 검

은 건반과 흰건반을 모두 포함하여 양팔을 벌려서 강하게 타건한다.

3) 교수학적 의견

이 곡과 같이 분리된 단편으로 이루어진 악보들은 각각의 구조나 형태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연습하는 것이 어느 작품에서든 필요하다. 단편 1, 2, 3

모두 양손의 보표가 낮은음자리표이며 도돌이표가 제시되어 두 번씩 반복

하여 진행하는 점과 단편 4, 5가 두박의 쉼표를 지켜 시작하는 것에 유의

한다. 다이내믹의 경우 단편 1, 2, 3은 f이며 4번에서 ff, 단편 5에서는 fff로

점차적으로 음향이 크게 확대되므로 마지막 단편 5에서는 앞팔을 이용한

반음계 클러스터를 이용하여 큰 음량으로 연주한다. 이 때 반음계 앞팔 클

러스터는 팔을 비스듬하게 얹어서 검은 건반과 흰건반을 모두 타건할 수

있도록 하며 높은음자리표 C와 한 옥타브 위 C사이의 음들을 모두 치도록

한다. 앞팔을 이용한 클러스터만 따로 소리를 들으며 연습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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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은 각 단편의 연주 순서가 정해져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우연성음

악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연주순서의 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우연성

음악으로 연주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12. 날 잡아봐!(Catch Me!)

1) 곡 분석

‘날 잡아봐!’는 아이들의 ‘잡기’ 놀이를 묘사한 곡이다.

이 곡은 3/2, 5/4의 변박자를 사용하며 오른손 파트가 3/2박자, 왼손파트

가 5/4박자로 되어 있다. 마디 2와 마디 4의 왼손파트에서는 다섯 음의 흰

건반(G, A, C, D, E)으로, 나머지 마디는 다섯 음의 검은 건반(C#, D#, F#,

G#, A#)으로 이루어진 오음 음계를 사용하였다. 단음 형태의 오음 음계는

마디 1에서 마디 4까지 양손이 교대로 스타카토 그룹과 레가토 그룹으로

진행한다. 각 음들의 진행은 건반의 저음에서 고음으로 움직이며 아이들이

친구를 잡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마디 1과 마디 3은 f 의

스타카토 음형으로 뛰어가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반면 마디 2와 마디 4

의 레가토 진행은 다이내믹이 p-f로 설정되어 살며시 다가가며 움직이다

갑자기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으로 다음 마디의 스타카토 진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디 5부터는 높은 음역의 이동으로 한 방향으로 점차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이 아첼레란도로 표현된다. 마디 8은 양손이 F#음의

넓은 음역으로 벌어지며 누군가 잡힌 상황을 암시하며 곡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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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스포츠> 중 ‘날 잡아봐!’ 마디 1-2, 7-8

2) 특징적 기법

<오음 음계와 변박자(changing meter)>

이 곡은 흰건반(G, A, C, D, E)과 검은 건반(C#, D#, F#, G#, A#)의 오음음

계를 사용하였다. 오음 음계는 음향적으로 서로 잘 어울리고 단순한 다섯 손

가락 포지션의 사용으로 초급과정에서 사용하기에 용이하다. 3/2박자와 5/4

박자의 변박을 위한 학습으로 불규칙박자의 새로운 리듬을 경험하게 된다.

3) 교수학적 의견

4분 음표로 구성된 8마디의 짧은 곡이나 거의 피아노의 전 음역을 다루

며 변박을 학습할 수 있는 곡이다. 마디마다 6박과 5박이 교대로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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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학생들은 리듬의 불균형한 상태를 느끼게 된다. 먼저 악보대로 치기

전에 악보에 나오는 구성 음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오른손 성부의

경우, 검은 건반으로 구성된 오음 음계를 우선 C#-F#의 다섯 음만 치고

마지막 D#음이 더 추가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왼손의 흰건반 다섯 음을

연습한다. 양손 성부 모두 5개의 음만으로 단순화시켜 생각하게 되어 건반

에서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또한 오음 음계의 모든 음들을 클러스터

로 바꾸어 마디박만을 세어 연습하면 교차되는 손의 포지션 연습을 단순화

할 수 있다.

초급의 곡들에서 차트만은 복잡한 박자 구조나 새로운 기법을 소개 할

때 비교적 단순한 오음음계를 사용하고 있다.

<초급후기>

다음의 분석할 작품들은 초급후기의 곡들로 <놀이> 2권의 8곡, <모험>

1권의 2곡, <모험> 2권의 4곡으로 모두 14곡이 포함된다.

13. 한낮의 몽상(Daydream)

1) 곡 분석

무박, 무마디의 곡으로 12개음들의 배열로 이루어지며 온음표와 음 기둥

이 없는 두 개의 4분 음표로 구성되어 있다. 곡의 구조를 보면 온음표들이

양손에 나누어 한 번씩만 나오다가 셋째 단에 이르러 두 번 양손 성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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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들이 함께 소리 낸다. 음과 음사이의 길이를 초단위로 제시한 새로운 기보

형태의 곡이다. 곡의 첫 A♭음과 왼손 G음과 같이 온음표들 사이는 5”로

제시한다. 4분 음표는 온음표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2초로 하여 전통적인

개념에 따른 음길이조정을 하였다. 곡 중반이후의 온음표들은 7”로 하며

마지막 왼손 C음은 가장 긴 10”를 지속하다가 곡을 끝맺는다. 한낮의 무료

함과 몽상적인 사운드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다이내믹의 표기는 없으

므로 자유롭게 느낌에 따라 표현할 수 있다. 곡 전체페달로 인한 인상주의

적인 음향과 극단적인 음역대비로 거리감, 공간감을 경험할 수 있는 곡이다.

<악보 26> <놀이 2권> 중 ‘한낮의 몽상’ 첫 단

2) 특징적 기법

<인상주의적 음향>

곡 전체페달의 사용과 함께 지속된 시간에 따른 음향의 배음효과 및 블

렌딩 효과를 표현하는 인상주의적 음향을 경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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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길이 제시를 위한 특이기보> (Time-Span Notation)

전통적인 음표는 음표마다 이미 음길이가 내포되어 있는 반면에 차트만

은 음과 음사이의 길이를 초단위의 숫자로 기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

다. 이러한 기보는 무박의 구조에서 작곡가가 자신의 음악적 표현을 좀 더

자유롭게 하여 음길이를 제시하는 현대기보법의 형태로 볼 수 있다.

3) 교수학적 의견

곡에는 다이내믹의 표시가 없으나 연습에서는 한음 한음을 울림이 있는

큰 소리로 쳐본다. 반대로 작은 소리로도 치면서 서로 다른 음향의 상태를

경험하며 음량에 대한 조절연습을 한다. 악보에서 제시한 음 외에 높고 낮은

음역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다른 음들로 연습하여 소리를 만들어본다.

또한 마지막 단의 두 온음표는 양손이 같이 나오는 것을 유의하여 음향을

들어본다. 이 곡은 특이 기보를 통한 소리와 시간에 대한 실험적인 곡이다.

14. 고장난 뮤직박스(Broken Music Box)

1) 곡 분석

‘고장난 뮤직박스’는 연주자가 주어진 악보박스의 순서를 임으로 선택하

여 연주할 수 있는 우연성음악의 예이다. 무박이며 C장조의 곡으로 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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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은 C, D, E, F, G의 다섯 음들과 4분 음표로 구성되어 있다. 기보형태

는 총 6개의 박스로 되어 있으며 한 박스를 연주하고 다음 박스로 넘어가

기 전 3초를 기다리도록 지시하고 있다. 모든 박스의 악보는 높은음자리

보표를 사용하여 고음역에서 연주하게 된다. 악보에서 위, 아래에 있는 두

개 박스의 경우 같은 포지션으로 시작하며 나머지 박스들은 각각 다른 음

패턴으로 되어 있다. 이 곡은 고장난 뮤직박스의 소리를 상상하며 뮤직박

스 특유의 높은 음역에서의 음향의 섞임을 경험할 수 있다. 음역이동 또한

넓지 않아 손의 포지션을 가까이 하여 연주할 수 있다. 다이내믹은 모두

pp로 되었고 곡 전체페달을 사용한 음향을 들을 수 있다.

<악보 27> <놀이 2권> 중 ‘고장난 뮤직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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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적 기법

<우연성음악>

이 곡은 주어진 박스악보들의 순서를 자유롭게 결정하여 연주하는 우연

성기법의 곡이다. 박스 모양의 새 기보형태를 경험하며 각 박스사이의 지시

된 시간(3초)을 지켜서 연주하도록 한다. 초급의 ‘풍선들’에서는 마지막으로

연주되는 박스악보가 지정되어 있고 오음음계를 사용한 반면, 이 곡은 모든

박스악보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연주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3) 교수학적 의견

박스형태의 기보는 학생들에게 독보에 있어서 집중도를 높이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우연성에 집중하기 위해 구성 음이나 리듬을 단순화하였다.

먼저 각 박스의 리듬패턴이 모두 다르므로 개별 연습이 필요로 하다. 각

박스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악보를 통하여 파악한다. 이 곡은 초급 악보

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등장하지 않는 낯선 음역인 최고 음역만을 이용하여

음역이동이 넓지 않다. 각 박스를 시작할 때 손의 포지션과 손가락 번호를

익혀 연습한 후 무작위로 박스를 선택하여 쳐본다. 곡을 연습하는 동안 다

이내믹이 모두 pp로 된 높은 음역 소리의 음향을 경험하며 음악상자의 소

리를 상상하여 본다.

이 곡은 독주용 곡이나 두 사람이 각각의 피아노(two piano)에서 무작위

로 연주순서를 정한 후 쳐보는 것도 가능하다. 함께 우연성 음악을 연주하

며 다양한 음향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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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흥분의 도가니(Freak-Out)

1) 곡 분석

흥분되고 화가 나있는 감정의 표현으로 곡 제목과 내용이 연관되어 있

다. 3/4박자로 8분 음표 형태의 음 묶음으로 구성되며 이 외에 4분 쉼표,

마디(전체) 쉼표, 클러스터로 구성된다. 조성은 무조이며 정확한 음높이가

정해지지 않아 음계의 개념자체가 없는 곡이라 할 수 있다. 곡 하단의 지

시사항에는 주어진 일반적인 음높이와 멜로디 윤곽을 따라 무작위로 음의

높이를 정하여 즉흥연주 하도록 되어있다. 8분 음표 사이를 연결하는 비스

듬한 선이 멜로디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반해 박자, 리듬, 다이내

믹과 어택(attack)99)은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다. 다이내믹은 기본적으로 ff

이며 양손의 8분 음표들의 반진행에서는 p에서 ff로 급격하게 변화하며 앞

팔 클러스터로 음량을 극대화시킨다. 두 번의 클러스터 이후엔 페달 없이

양손 손바닥 클러스터를 ff로 연주하다 마지막 앞팔 클러스터로 곡을 마친

다. 스타카토의 음들은 점찍듯이 표현하는 포인틸리즘의 기법을 보여주며

다양한 클러스터로 몹시 흥분된 분위기를 극적으로 표현한 곡이다.

99) 김유희,『음악기초이론의 이해(기보에서 화성까지)』(서울: 예솔, 2010), 102-103.

어택(attack)이란 용어는 곡의 구조에서 스타카토, 악센트, 클러스터 등을 모두

포함하는 타법과 관련된 아티큘레이션을 의미하며 연주의 타법에 따라 길이나

세기의 차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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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 <놀이 2권> 중 ‘흥분의 도가니’ 마디 1, 10-12

2) 특징적 기법

<부분적인 우연성과 즉흥연주>

이 곡은 학습자가 정확히 지정되지 않은 음높이의 음을 임의로 연주하는

형식으로 부분적인 우연성 기법도 포함되어있다. 음사이의 비스듬한 각도

의 선 모양으로 음높이와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즉흥연주를 경험

하게 한다. 음높이 외에 다른 음악적 요소들은 지정되어 있다. 같은 즉흥연

주형식의 초급곡인 ‘캥거루 퍼레이드’가 기본적 음형패턴만으로 즉흥연주

하는데 비하여 이 곡은 악보전체가 주어진 곡 안에서의 임의적인 즉흥연주

로 한 단계 상향된 학습단계(초급후기)를 보여준다.

<클러스터 기법과 포인틸리즘>

초급의 ‘하찮은 말다툼’은 음높이가 지정된 스타카토 음형을 통한 클러스

터의 예비학습곡이며 ‘캥거루 퍼레이드’는 손가락만으로 검은 건반과 흰건

반을 타건하여 클러스터를 사용하였다. 반면 이곡에서는 음을 하나하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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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하는 포인틸리즘의 기법과 함께 폭발적인 음량의 확대를 위해 손바닥과

앞팔을 이용한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다.

3) 교수학적 의견

마디 10과 마디 11은 양손 클러스터를 스타카토 음형처럼 손바닥으로 쳐

서 소리 낸다. 이것은 한음씩 점찍어 표현하는 포인틸리즘 기법의 확장으

로 볼 수 있다. 앞팔 클러스터를 연주할 때는 검은 건반과 흰건반을 모두

넓게 잡고 소리 내며 앞팔의 위치를 비스듬한 각도로 위치해 쳐야 건반전

체를 큰 음량으로 소리 낼 수 있다. 이때 ff의 클러스터는 페달과 함께 시

작하여 한 마디만 연주하고 떼며 다음 마디는 페달 사용의 울림음향만을

경험하게 된다. 악보에서 p-ff의 급격한 다이내믹 부분은 양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넓게 벌어지므로 다이내믹의 변화에 따라 손가락 끝으로부터 앞

팔의 무게를 싣는 각기 다른 터치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곡은 클러스터기법의 스타카토 음형과 음의 덩어리가 함께 울리는 클

러스터의 상반된 개념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기법들은 다이내믹의 급격

한 분포로 인하여 감정이 고양되는 상태를 음악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 교

사는 학습한 기법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화가 났을 때의 표현을 자유롭

게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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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못되게 굴기(Being Obnoxious)

1) 곡 분석

앞의 곡 ‘흥분의 도가니’와 같이 제목과 내용이 연관된 곡이다. 무박으로

음계 개념이 없으며 가온 C의 기준 줄을 중심으로 한 음 배열 방식을 사용

한 곡이다. 악보에 있는 지시사항을 중심으로 연주방식을 살펴보도록 한다.

큰 진행방향과 연주방식은 지시되어 있지만 (a)의 음높이, 템포, 리듬은 학습

자가 정하여 연주하는 즉흥형식의 곡이다. 연주자마다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연성의 요소도 포함된다. (b)는 연결된 16분 음표 그룹이나 클

러스터들 사이의 음길이는 수평적인 거리와 비례한다.

한 줄 악보 위의 16분 음표들은 높은 음역에서 낮은 음역으로 빠르게 이

동하며 양손이 교대로 건반을 두드리듯 타건하여 타악기적 효과를 낸다.

이때 pp의 음량과 페달사용으로 인하여 음향의 섞임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c)의 클러스터는 ff의 음량으로 높은 음역의 검은 건반과 흰건반이

혼합된 클러스터를 연주하며 (d)의 기둥이 없는 스타카토 음표들은 단음

또는 코드로 치거나 두 가지를 조합하여 칠 것을 제안한다. 곡 전체의 다

이내믹은 pp-ff로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페달사용을 한

음 무리와 단음의 드라이한 스타카토의 대비도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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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 <놀이 2권> 중 ‘못되게 굴기’

2) 특징적 기법

<한줄 악보와 음향적 실험>

이 곡은 기존의 음 배열 방식과 전혀 다른 단선(한줄) 위에 음 무리들이

분포되어 있는 형태를 이루는 특이 기보를 사용하였다. 템포의 지시 없이

음들 사이의 수평적 공간에 비례하여 음길이를 측정하는 시각적 효과를 경

험하도록 한 실험적인 기법으로 볼 수 있다.

3) 교수학적 의견

이 곡은 특이한 기보 및 음 배열을 이용하여 음향적 실험을 시도한 곡으

로 볼 수 있다. 좋은 소리(tone)를 만들기 위한 보편적 연습은 모든 곡들에

해당되는 것이나 특히 이 곡에서는 페달사용 없이 각 음을 크고 편안한 소

리로 쳐보는 연습은 더욱 필요하다. 충분한 톤의 연습은 극단적으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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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음량의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a)부분의 pp로 표현하는 많은 음

들을 칠 때 소프트 페달을 사용하면 학습자들이 작게 쳐야 한다는 다이내믹

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며 좀 더 편안하게 건반에 접근하여 타건 할 수 있다.

17. 탁구파티(Ping Pong Party)

1) 곡 분석

‘탁구파티’는 모든 음들을 스타카토로 표현하여 탁구공이 ‘톡톡’ 튀는 모

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 곡은 순간적인 무박을 포함한 변박의 곡이며 4/4

박자 또는 5/4(마디 5)박자로 구성된다. 주요 구성음은 짧은 꾸밈음을 포함

한 스타카토 4분 음표 E음과 D#음이다. 스타카토 음들은 양손성부에 걸쳐

한 박씩 번갈아 나오며 거의 마디마다 쉼표를 두어 탄력 있는 리듬의 흐름

을 표현한다. 5/4박으로 변박되는 마디 5의 A#음은 다음 마디 (a)의 아첼

레란도의 표현을 위한 전초작업으로 점4분 음표로 박을 늘여 예비하게 된

다. 이 A#음은 마디 6에서 pp로 점점 빠르게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탁구공

이 바닥에서 낮게 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후 탁구공의 움직임이 멈

춰지는 듯 제시되는 (b)의 5초를 쉬고 다시 4분 음표들의 반복된 패시지가

나온다. 다이내믹은 대조되는 pp와 mf로 반복되며 탁구공이 튀어 올랐다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를 묘사한다. 이 곡은 복합적인 현대기법을 활용하여

탁구게임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한 곡으로 볼 수 있다.



- 91 -

<악보 30> <놀이 2권> 중 ‘탁구파티’ 마디 5-7

2) 특징적 기법

<혼합기법>

포인틸리즘, 특이기보(아첼레란도), 음길이 제시, 무박을 포함한 변박.

포인틸리즘의 경우 초급의 ‘하찮은 말다툼’에서는 4분음표의 스타카토 음

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이곡에서는 꾸밈음이 검은 건반과 흰건반으로

첨가되어 좀 더 난해한 테크닉으로 소개되고 있다. 무박의 마디 안에 표기

된 아첼레란도 기보는 음길이 제시와 함께 점점 빨라지다가 멈추는 템포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 곡은 초급후기의 곡으로서 초급에서 학습한 여러 기법들이 복합적으

로 나타나게 된다. 차트만은 곡의 구성에 있어서 음형의 단순함을 비롯한

반복의 구조와 단일한 스타카토 아티큘레이션의 표현으로 학습의 난이도

조절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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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적 의견

무조의 곡이므로 음들이 조성 내에서 연관관계를 갖지 않는 무작위의 배

열이지만 주요 구성 음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음의 이동을 예측할

수 있다. 꾸밈음이 포함된 음의 연습은 본음만 리듬을 정확히 하여 연습한

후에 함께 쳐본다. 첫 단의 왼손 스타카토 음들은 오른손의 스타카토 음들

에 비하여 음의 위치(음자리표의 이동)가 자주 변하게 되므로 포지션의 어

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음들을 찾아 단음으로만 먼저 쳐서 음의 이동을 이

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디 6의 경우 디크레센도 다이내믹과 아첼레란도

를 동시에 구사해야하므로 연습을 구분하여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이내

믹을 제외하고 10개의 반복되는 음들을 고르게 되도록 연습한다. 둘째, 다

이내믹과 점점 빨라지는 아첼레란도를 3음(mf)+3음(p)+4음(pp)으로 단계별

로 분류하여 연습한다. 셋째, 10개의 음들을 다이내믹의 표현과 함께 연결

하여 친다. 혼합기법의 곡은 연습의 체계적인 순서(sequencing)를 설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18. 등 짚고 뛰어넘기(Leapfrog)

1) 곡 분석

이 곡은 아이들 놀이로 구부린 사람의 등을 짚고 뛰어넘는 모습을 스타

카토 모음화음으로 묘사한 곡으로 전체가 모음화음으로 구성된 클러스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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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있다. 주로 4분 음표와 4분 쉼표로 구성되며 마디 2, 5, 8, 16에서

마지막 셋째 박의 8분 음표는 쉼표 후 약박에 나오므로 리듬을 주의한다.

각 화음들은 4개, 5개의 인접한 음들로 구성되어 있다. 화음 앞에 붙은

임시표(a)의 ♯표시는 모두 검은 건반 화음을 치며, (b)의 ♮표시는 모두

흰건반 화음을 치도록 제시하였다. 이 곡의 화음들은 검은 건반과 흰건반의

클러스터 기법의 연습을 위한 곡으로 모든 화음들을 f로 연주한다. 쉼표의

정확한 인식을 포함한 리듬연습과 건반에서의 기동성이 요구되는 곡이다.

<악보 31> <놀이 2권> 중 ‘등 짚고 뛰어넘기’ 마디 1-4

2) 특징적 기법

<클러스터>

모음화음을 이용한 검은 건반과 흰건반의 클러스터를 학습할 수 있는 곡

이다. 각 화음들 앞에는 ♯나 ♮의 임시표로 기보하여 클러스터 기보를 표

기하였다. 양손의 클러스터 음들은 비교적 평이하나 서로 음역이 많이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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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져 있으며 리듬에 있어서도 3/4박의 첫 박을 쉬고 나오거나 4분 음표의

강박이 아닌 8분 쉼표 뒤의 약박에 위치하기도 하여 어려움이 예상된다.

초급의 ‘캥거루 퍼레이드’는 점 4분 음표와 16분 음표의 부점 리듬으로만

이루어졌고 ‘골키퍼 올리’는 단순한 박의 앞팔 클러스터를 나타낸다. 초급

후기 두곡 중 ‘못되게 굴기’는 높은 음역의 검은 건반과 흰건반의 클러스터

로 템포 없이 음들 사이의 수평적 공간에 비례하여 음길이를 측정하여 나

타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흥분의 도가니’의 경우 리듬은 한 박자 안에

8분 음표 2개로 연결된 단순한 박자로 되어있다. 넓은 음역을 이용한 앞팔

클러스터를 쓰며 손바닥 클러스터의 경우 양팔이 넓은 음역으로 벌어져 있

으나 음높이가 정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들 곡에 비하여 ‘등 짚고 뛰어넘

기’는 양손의 넓은 음역으로의 이동과 어려운 리듬 표현이 동시에 이루어

지므로 학습의 난이도가 상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교수학적 의견

검은 건반 화음을 손가락만으로 타건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어린 학습

자의 경우 손바닥으로 치는 변형된 연습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 화음들의 음높이에 따른 다양한 음향을 듣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건하는데 수월할 수 있겠다. 또한 리듬에 있어서도 클러스터의 모

든 음을 다 쳐야한다는 부담을 줄이면 처리가 용이해진다. 이 곡의 약박에

나오는 클러스터는 음이 평이하게 만들어진 흰건반이나 검은 건반을 사용

하더라도 4개의 음만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리듬적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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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모음화음의 구성을 단순하게 하려는 작곡가의 교수

학적 의도를 읽을 수 있다.

19. 팝콘(Popping Corn)

1) 곡 분석

이 곡은 무박과 무조의 곡이며 팝콘이 톡톡 튀는 모습을 묘사한 즉흥연

주 형식의 곡이다. 음 표기는 단음 또는 음 기둥에 연결된 스타카토 8분

음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한줄 악보에 기보된 스타카토의 8분 음표들의

진행은 강렬한 포인틸리즘을 경험하게 한다. 이 음표들은 가온 C의 기준

줄을 중심으로 한 음 배열 방식을 사용하며 피아노의 전 음역을 사용하도

록 제시하고 있다. 8분 음표의 머리가 작게 그려진 a는 p로 소리 내고 좀

더 크게 그려진 c는 악센트 표시와 함께 ff의 음량을 표현한다. 음표들 사

이의 페르마타 b는 너무 길지 않도록 제시하고 있다. 음 기둥으로 묶어진

음표들은 모두 리듬을 고르게 하여 치도록 제시하였다.

<악보 32> <놀이 2권> 중 ‘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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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적 기법

<한 줄 악보와 포인틸리즘을 활용한 즉흥연주>

한 줄 악보는 놀이 2권의 ‘불쾌함’과 같이 가온 C의 기준 줄을 중심으로

음높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초급의 ‘하찮은 말다툼’, 초급후기의

‘흥분의 도가니’, ‘탁구파티’는 모두 오선보에서의 포인틸리즘의 경험인 반면

이 곡은 한 줄 악보에서 경험하게 한다. 점을 찍듯이 표현하는 본격적인

포인틸리즘에 근접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다이내믹 지시도 기호가 아닌 음 머

리의 크기로 표현하고 음높이는 자유롭게 표현하는 즉흥연주 형식의 곡이다.

3) 교수학적 의견

포인틸리즘의 표현에 있어서 무작위로 음높이를 정하여 치더라도 틀린

음이 아닌 정확한 음의 타건을 하도록 한다. 템포의 조절을 통한 연습으로

빨리 친다는 생각보다 음높이에 따른 다양한 음향을 고르게 듣는다고 생각

하여 귀의 청각적인 연습이 되도록 한다. 손과 손목, 팔의 탄력과 유연함을

갖고 타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피아노의 전 음역을 사용하여 연주할 때

특히 포르테로 칠 경우는 앞팔과 같은 사용부위의 확장이 요구되며 신체의

기동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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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흉내쟁이(Copy Cat)

1) 곡 분석

이 곡은 무박, 무마디의 곡으로 서로 짝을 이루는 스타카토 8분 음표가

하나의 패턴을 이룬다. 2도 화음, 16분 음표, 꾸밈음이 있는 8분 음표, 2분

음표의 다양한 스타카토 음들로 구성된다. 음높이가 지정된 단음과 화음

형태의 포인틸리즘 연습곡으로 볼 수 있다. 곡의 제목인 ‘흉내쟁이’의 이미

지에 맞춰 같은 음 기둥으로 묶여진 음표들은 음역만 달리하여 똑같이 반

복하고 있다. 짝을 이룬 음 세트들 사이의 쉬는 길이는 초단위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단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5초의 쉬는 길이가 한번만 제

시되고 나머지는 다양한 쉼표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ff의 16분음표가 한

박 안에 4개, 2개로 템포가 느려지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후 4분 쉼표 후 2

분음표로 곡이 잠시 정지한 듯 보이다 반복되는 곡의 후반부로 이어진다.

8분 음표 연결 음들의 다이내믹은 첫째 단의 ff-pp-pp-mp를 제외하고

급격한 대조(ff-pp)를 나타낸다.

<악보 33> <놀이 2권> 중 ‘흉내쟁이’ 둘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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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적 기법

<포인틸리즘과 음길이 제시 기보>

이 곡은 정확한 음높이의 제시와 더불어 단음, 화음의 반복된 음형태를

통한 포인틸리즘을 경험할 수 있다. 초급후기의 ‘탁구파티’와 비교하면 이

곡과 같이 포인틸리즘의 기본 연습을 위한 스타카토 음형이며 양손은 서로

넓은 음역을 타건하게 되나 몇몇 음들의 반복 형태로 이루어진다. ‘탁구파

티’에서는 변박과 아첼레란도로 리듬의 변화를 주었다면 ‘흉내쟁이’는 초단

위로 제시된 음길이표기로 리듬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3) 교수학적 의견

음길이 사이의 시간 제시와 일반적인 쉼표사용에는 작곡가의 리듬표현에

있어 상이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쉼표의 기능을 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초 단위로 제시된 음 사이의 길이는 전체 리듬이

기본 단순박이 아닌 불규칙하고 다양한 길이를 표현할 때 사용되며 다음

패턴을 준비할 시간을 갖게 한다. 반면 단순하고 집약된 리듬 변화를 통한

곡의 템포를 조정할 경우는 일반적인 쉼표로 기보하고 있다. 같은 난이도

의 ‘팝콘’은 음높이가 미 지정된 포인틸리즘의 훈련으로 연습의 시퀀싱으로

볼 때 ‘흉내쟁이’를 먼저 학습하는 것이 적절하다. 교사는 포인틸리즘을 학

습하는데 있어서 시퀀싱을 고려한 학습의 난이도 조절로 단계적인 연습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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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숫고양이 토마토(Tomato the Tomcat)

1) 곡 분석

‘숫고양이 토마토’는 곡 제목에서 숫고양이의 ‘Tomcat’와 ‘Tomato’에서

단어의 알파벳과 발음이 같은 ‘Tom’이 들어있어 영어 발음상 흥미롭다. 악

보 서두에 표기된 ‘스토킹(Stalking)의 재미난 표현과 같이 남을 따라다니

며 괴롭히는 심술궂은 캐릭터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이 곡은 4/4박자

이며 12음렬을 사용한다. <악보 34>에서와 같이 4개씩 묶은 음들은 마디

1과 2에 나오고, 2개씩 묶은 음들은 마디 3에 나오며 12음을 모두 사용하

게 된다. 아티큘레이션은 마디 1에서 마디 6까지 4분 음표 두개의 스타카

토와 스타카토 두음 슬러가 교대로 나온다. 마디 7은 4개씩 묶은 음들의

앞과 뒤 두음들을 서로 짝지어 배열하였으며 8분 음표들의 레가토로 진행

된다. 마디 8은 손의 교차로 왼손이 A♭음을 치며 마지막 마디는 꾸밈음이

포함된 스타카토 음으로 마친다.

<악보 34> <모험 1권> 중 ‘숫고양이 토마토’ 마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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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적 기법

<12음렬>

이 곡의 12음렬 구성은 12개의 음들을 4/4/2/2의 갯수로 분류하여 사용

한다. <악보 34>의 마디 1과 2에 4개씩 분류한 음들은 음높이가 다른 동

일한 구조로 모방된 음 그룹이다. 음 배열에 있어서 스타카토 두음 및 스

타카토 두 음 슬러를 교대로 정돈하여 배치함으로써 12음 배열의 방식을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하였다. 또한 12음 음렬배열방식의 하나인 역행100)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마디 1의 역행은 마디 5, 마디 2의 역행은 마디 6,

마디 3의 역행인 마디 4에서는 두 음 스타카토와 두 음 슬러 스타카토를

각각 나누어 역행한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에게 12음 배열의 방식에 관한

이론적 설명이 요구된다. 초급곡인 ‘봤냐!’는 정해진 포지션에 의한 흰건반

및 검은 건반과 흰건반의 혼합으로 12음렬을 분류한 반면 이 곡은 스타카

토와 슬러의 일정한 아티큘레이션의 형태를 모방하여 단순화시키고 있다.

두 곡 모두 낯선 12음렬 학습형태의 난이도를 최소화한 구성으로 파악된다.

3) 교수학적 의견

구체적 연습방법으로는 정해진 아티큘레이션에서 벗어나 곡 전체를 레가

토 또는 스타카토로만 따로 연습하여 음 하나하나에 집중하여 쳐본다. 다

음에는 교대로 배치된 두 음 스타카토음형과 두 음슬러 스타카토 음형만을

100) 역행(Retrograde)은 12음 기법 음배열 방식의 하나로 ‘원형음렬’ 또는 ‘기본음렬

(Original tone row)’의 진행을 거꾸로 돌려놓은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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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치면서 음들의 진행 구조를 살펴본다. 차트만은 악보에서 두 종류의

손가락 번호를 제시하였으며 학습자들은 각자에게 적합한 포지션을 정하여

연습하도록 한다.

22. 자장가(Berceuse)

1) 곡 분석

‘자장가’는 무박과 무마디의 곡이며 양손파트의 음표 꼬리부분이 굵은 한

줄 선들로 묶여있는 것이 눈에 띤다. 곡은 C, D, E, F, G의 다섯 음들로

구성된다. 각 음형단위는 음 기둥 사이의 수평적 길이를 음과 음 사이에

소요되는 시각적 개념으로 표시하였다. 전체 음형단위의 구성은 마디 위 ’

(작은따옴표)의 분류와 같이 크게 a-b-c-b로 구분할 수 있다. a의 양손파

트에 시작하는 2분 음표와 8분 음표 사이의 길이가 길며 상대적으로 8분

음표들 사이는 짧게 표기하여 음길이를 나타낸다. 왼손파트는 F음과 G음

이 반복하여 나타난다. <악보 35>의 꾸밈음이 포함된 반복음형은 요람의

흔들림을 닮은 리듬형태를 연상시키며 a, b, c 모든 단위들에 등장한다. b

는 반복음형이 두 번씩 나오며 이들 음형 앞에 2개, 3개의 음들이 첨가된

다. c에서는 가장 많은 5개음들이 첨가되어 나타난다. 다이내믹은 오른손

파트의 경우 mp-mf-mp-p로 변하고 왼손 파트는 pp로 유지한다. c는 음

의 첨가와 더불어 음량 또한 mf로 가장 커지는 부분이므로 이 곡의 클라

이맥스로 볼 수 있다. 이어서 b가 다시 재현되며 곡을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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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5> <모험 1권> 중 ‘자장가’ 음형단위 a부분

<악보 36> <모험 1권> 중 ‘자장가’ 음형단위 c부분

2) 특징적 기법

<비례기보법과 현대적 의미의 템포루바토>

음 기둥을 연결한 수평적 거리로 음사이의 시간을 표시하는 비례기보를

사용하였다. 초급 ‘야생화들’의 경우 각 음형단위의 전체시간이 제시되어

단순한 음 구성으로 템포의 조절을 자유롭게 한다. 반면 ‘자장가’는 8분 음

표를 기준으로 한 메트로놈 박(♪=72-76)의 제시로 음표들 간의 거리에 비

례하여 템포를 조절하게 함으로써 좀 더 구체화된 음가의 비례성을 경험하

도록 한다. 두 곡 모두 비례기보를 사용하여 주어진 범위의 음길이 안에서

유연한 템포의 감각을 기르는 곡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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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적 의견

먼저 각 단위의 반복되는 음형을 쳐보고 다음에는 이들을 제외한 변화되

는 음형부분만 연습한다. 이 때 음의 첨가 및 변형을 파악하고 음간 길이

에 따른 템포를 조절하여야 한다. 왼손 F, G의 두음은 다이내믹이 pp로 고

정되어 있으며 오른손 파트와 리듬을 고르게 하여 음량이 무겁거나 갑자기

커지지 않도록 밸런싱을 유지한다. 그러나 셋째 단위의 오른손이 mf가 되

어 자연스럽게 왼손 두 음의 음량이 함께 커질 수도 있으므로 어느 정도

다이내믹을 자유롭게 하도록 권할 수 있겠다. 학생들은 이 곡을 학습하며

악보의 새로운 시각적 효과와 함께 정형적인 박과 리듬에서 벗어나 음악적

표현에 따른 자유로운 템포의 조절을 경험하게 된다.

길이가 짧은 곡이나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음형단위의 구조로 이루어져

미니멀기법의 전초연습으로 볼 수 있다

23. 속삭여 줘, 별아(Whisper, Star)

1) 곡 분석

이 곡은 분리된 5개의 섹션(단위악보)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섹션이 모

두 다른 박자로 변하는 변박(5/8, 3/4, 2/4, 6/8, 3/8과 9/8)구조이다. 조성에

있어서 오른손파트는 E 장조, 왼손파트는 C 장조의 복조성을 이룬다. 양손

파트의 보표는 모두 높은음자리표를 이용한 다섯 손가락 포지션으로 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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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번호는 1번-5번으로 지시되어 있다. 연주순서는 한 섹션을 연주하고 다

음 섹션으로 넘어가기 전 5초를 기다리도록 지시하고 있다. 각 섹션의 연

주순서는 연결된 별모양 도형의 꼭지점마다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각

각의 선택에 따라 나머지 연주순서가 결정된다. 따라서 모든 섹션은 서로

다른 섹션의 연결로 인하여 연주순서가 다르므로 우연성 음악의 형태이다.

페달의 사용유무는 연주자가 선택하되 전체페달을 사용해도 된다고 제시한다.

전체페달을 사용할 경우 높은 음역에서의 음향의 섞임을 경험할 수 있다.

<악보 37> <모험 2권> 중 ‘속삭여 줘, 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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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적 기법

<단위악보, 변박, 복조성으로 구성된 우연성음악>

이 곡은 초급후기의 우연성음악으로 단위악보와 별모양 도형의 특이기보

를 사용하여 연주순서를 지시한다. ‘풍선들’(초급)은 마지막 단위의 연주순

서는 정해지나 나머지 단위의 연주순서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고 ‘고장난

뮤직박스’(초급후기)의 경우 모든 박스의 연주순서를 연주자가 결정한다.

‘속삭여 줘, 별아’는 비교적 연주순서의 결정권이 좁아진 반면 곡에서 묘

사하는 ‘별’모양 도형의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곡이

다. 또한 각 세트에 변박과 복조성이 첨가되어 연주내용이 좀 더 복합적인

초급후기의 우연성음악이다.

3) 교수학적 의견

이 곡의 어려운 점은 섹션마다 박자가 변하기 때문에 각 섹션별 리듬연

습이 필요하다. 기준이 되는 8분 음표의 템포는 지시된 박(♪=120)으로 느

리게 연주한다. 특히 기본 2박, 3박 계열이 아닌 불규칙박자에 속하는 5/8

박자를 인지하고, 6/8과 3/8, 9/8박은 3박자 계열로 8분 음표 세 개를 기준

으로 박자를 세어 연습한다. 나머지 2/4, 3/4박자는 학생들이 흔히 접하는

기본박이 된다. 각 세트가 변박의 형태로 구성되어 리듬의 어려움이 있는

반면 양손의 조성과 포지션을 단순하게 한 학습적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 곡은 별의 움직임을 상상하여 창작된 곡이므로 음역이 모두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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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도 모두 여린 p로 되어있다. 각 패턴들이 서로 다른 조성으로 되어

있어 높은 음역에서의 복조성 음향을 경험할 수 있으며 현대작곡기법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잦은 리듬변화를 학습할 수 있는 곡이다. 8분음표의

길이가 곡 전체를 통하여 같으므로 교사와 함께하는 앙상블(two piano

four hands)연주를 제시 할 수 있다. 연주 방법으로 두 사람이 각 섹션의

연주순서를 임의로 하거나 한 사람이 먼저 한 섹션을 연주하고 뒤따라 연

주하는 돌림형식으로 연주하여 음향을 들어보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즉, 리듬이 딱 안 맞아 떨어지는 상황에서 음향자체만을 경험해 볼 수 있다.

24. 불쾌한 행동(Terrible Behavior)

1) 곡 분석

이 곡은 4/4박자이며 클러스터와 2도 화음, 단음으로 구성된다. 검은색

사각형 모양의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오른쪽 앞팔, 손바닥과 손가락들로 연

주하는 구체적인 신체사용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임시표가 붙지 않은 검은

색 사각형 클러스터는 검은 건반과 흰건반을 모두 사용하는 반음계 클러스

터이며 ♮표시가 붙은 클러스터는 흰건반만 타건하는 클러스터로 표기한

다. 오른손 앞팔 클러스터로 시작되어 화가 난 듯한 흥분된 분위기를 암시

한다. 마디 2의 손바닥 클러스터가 4박 중 약박에 오며, 마디 3의 8분 음표

스타카토의 등장은 무슨 일이 생기기 전 긴장된 분위기를 암시한다. 양손

모두 낮은음자리표로 이동하여 마디 4와 마디 5에서 연속적인 스타카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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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 클러스터의 진행이 이어진다. 드디어 마디 7에서 2도 화음으로 시

작된 트레몰로는 감정이 절정에 이르며 p-ff로 음량을 확대하여 표현한다.

마지막 마디는 꾸밈음이 있는 클러스터로 격앙된 감정을 다시한번 드러

내는 듯 하며 마친다. 단순한 리듬의 클러스터를 이용하여 기분 나쁜 감정

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곡이다.

<악보 38> <모험 2권> 중 ‘불쾌한 행동’ 마디 1, 4

<악보 39> <모험 2권> 중 ‘불쾌한 행동’ 마디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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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적 기법

<클러스터 표기와 무박 트레몰로>

음표의 기둥표시가 있는 검정색 사각형의 클러스터를 사용한 곡이다. 사

각형의 세로 길이는 클러스터의 폭을 나타내며 음 간격을 의미한다. 검정

색은 음의 길이를 나타내는데 음 기둥 표시에 따라 4분 음표와 8분 음표로

제시된다. 검정색 클러스터는 반음계 검은 건반과 흰건반을 모두 타건하고

♮표시가 붙을 경우 흰건반 클러스터로 사용한다. 초급후기의 ‘등 짚고 뛰

어넘기’에서 모음화음에 ♮표시로 흰건반 클러스터를 표기한 것과 동일하

다. 이에 비해 초급의 ‘캥거루 행진’, ‘골키퍼 올리’와 초급후기의 ‘흥분의

도가니’, ‘못되게 굴기’에 사용된 클러스터는 흰색과 검은색이 혼합된 표시

이며 검은 건반과 흰건반을 모두 타건하는 것으로 기보된다. 클러스터의

기보형태가 초급과 초급후기를 거쳐 점차 음표와 함께 악보 속에 기보되며

감정이 격해지거나 고양된 부분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디 7의

문자로 제시된 무박의 트레몰로는 연주자가 박자를 자유롭게 하여 아첼레

란도로 템포를 몰아가며 격렬해지는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음량이 커

져가는 부분에서는 페달의 사용과 빨라지는 템포 그리고 급격히 커지는

p-ff 의 음량 표현으로 감정이 집약된 효과를 가져 온다.

3) 교수학적 의견

이 곡의 학습 포인트는 클러스터 기보에 있어서 변화된 양상의 이해와

음표의 정확한 리듬표현이다. 클러스터는 거의 모든 곡에서 ff의 음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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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에서는 4분 음표와 8분 음표의 음길이 안에서 스타카토로 타건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8분 음표로 음가가 짧아진 마디 4에서 마디 6의 흰건

반을 이용한 손바닥 클러스터는 앞팔 클러스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음량

도 줄어들고 타건하기는 훨씬 용이하다. 음악적 표현에 따른 작곡가의 적

절한 클러스터의 사용과 학습자의 테크닉 조절에 따른 배려로 파악된다.

마디 7의 양손목이 겹쳐지는 2도화음의 트레몰로는 손가락 끝은 힘을 모

으고 손목과 팔은 반동을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타건할 수 있도록 템포를

단계별로 설정하여 연습한다. 이것이 힘들 경우 4개의 구성 음을 동시에

굴리는 차선책도 생각해본다.

클러스터의 연습방법은 학습자마다 신체조건이 다르므로 각각의 다양한

클러스터를 타건할 때 달라지는 손 모양과 팔의 위치, 상체의 이동, 더 나

아가 온몸의 무게중심까지 다양한 면모를 생각할 수 있겠다. 공통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은 손을 비롯한 팔의 각 부분들이 유연해지도록 팔의

큰 근육을 많이 쓰며 몸의 중심이 좌우로 옮겨졌다가 다시 중심으로 돌아

오는 순발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겠다. 최종적으론 손끝과 손가락, 손목,

앞팔 등 세세한 소근육을 움직이는 연습이 건반과 일체되도록 한다. 신체

의 움직임과 음향이 익숙해지도록 반복하여 연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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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오리온의 궤도(Orion’s Orbit)

1) 곡 분석

별자리 중 오리온 좌에서 영감을 얻은 듯한 ‘오리온의 궤도’는 무엇보다

기보가 파격적이고 특이한 원형악보로 되어 있어 학습자들의 흥미를 즉각

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 이 곡은 6/8박자로 왼손은 지속적인 점4분 음표와

오른손은 쉼표를 포함한 두 개의 8분 음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양손

의 리듬구조는 우주공간에서 순환하는 별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다. 조성

은 G♭장조이나 주요 구성음이 G♭, A♭, B♭, D♭, E♭음으로 이루어져

검은 건반을 사용한 오음계로 느껴진다. 나머지 C♭음과 F음은 전체 곡을

통하여 한 번씩 나온다. 곡의 연주방식은 첫마디를 시작하여 총 6개 마디

의 반원악보를 연주하고 마디 6의 화살표를 따라 나머지 반원의 5마디를

연주하게 된다. 다이내믹은 pp로 시작하여 마디 4에서 마디 6까지 mf로 점

차 커지다가 서서히 작아지고 느려지며 다시 pp로 마친다. 페달은 양손 화

음의 음향 변화를 들으면서 주어진 페달표시를 참고하여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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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 <모험 2권> 중 ‘오리온의 궤도’

2) 특징적 기법

<원형모양의 특이기보와 음향효과>

순환하는 원형모양의 특이 기보로 오리온별자리의 궤도를 표현한 매우

흥미로운 기보법의 예이다. 또한 높은 음역을 이용한 음향의 섞임은 우주

와 별자리의 세계를 소리로 경험할 수 있다. 기보자체가 곡 표제의 상징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곡으로는 그림악보를 이용한 초급의 ‘풍선들’과 ‘골키퍼

올리’를 들 수 있다.

3) 교수학적 의견

이 곡은 11마디의 짧은 악보이나 원형악보를 눈으로 계속 보고 연습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그리 쉽지 않다. 곡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고 연습의 순서

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한 다음 암보로 연주하는 것도 가능하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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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씩 펼쳐진 음들을 모음화음으로 쳐서 각 코드의 음향을 들어보도록

한다. 왼손의 점8분 음표만을 쳐보거나 모음화음으로 타건하여 음들의 윤곽

과 움직임을 파악하도록 한다. 곡의 구조에 따른 독립된 연습 후에는 양손을

함께 다이내믹 없이 알찬소리로 연습한다. 전체적으로 음량이 적은 곡이지

만 그 안에서 다이내믹의 점진적인 표현을 나타내도록 한다. 페달사용과

함께 전체 곡의 음향을 경험하며 우주에 떠있는 별을 상상하며 연주한다.

26. 몽환(Trance)

1) 곡 분석

‘몽환’은 3/4박자의 곡으로 미니멀리즘의 기본적 형태를 경험할 수 있는

곡이다. 8분 음표와 4분 음표의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 마디마다

도돌이표가 표기되어 마디 전체를 반복하도록 한다. 마디 반복의 수는 (×

3-4)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곡은 C, D, F, G, A의 5음이 사용되며 왼손

은 F, D음 오른손은 C, G, A음으로 구성되며 모든 음들은 스타카토로 연

주한다. 마디 1에서 마디 6까지 각 마디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왼손 F음은

고정 박으로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움직인다. 둘째 마디부터 오른손 스타카

토 8분 음표는 음이 하나씩 추가되며 마지막 마디는 양손 성부에 음이 가

장 많이 나오며 리듬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인다. 곡전체가 반복되는 음형

및 같은 화음군의 반복이다. 다이내믹은 전체적으로 f이나 마지막 마디의

반복진행에서 급격히 커져 fff에 이른다.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미니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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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구조에서도 음의 첨가나 다이내믹의 강조를 통한 클라이맥스를 찾아

볼 수 있다. 곡의 구성은 단순하나 반복된 리듬패턴의 지속으로 인하여 연

주하는데 있어서 집중이 필요하다.

<악보 41> <모험 2권> 중 ‘몽환’ 마디 1-2, 7-8

2) 특징적 기법

<미니멀리즘>

초급후기에 처음 등장하는 기법으로 단순한 형태의 음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미니멀리즘의 원초적 형태이다. 왼손의 F음은 곡의 마지막 두 마

디를 제외하고는 4분 음표로 지속적인 기본 박을 제공한다. 오른손 파트는

첫마디를 쉬고 둘째마디부터 8분 음표 약박에 나온다. 마디를 거듭할수록

오른손 파트에 음을 한 개씩 첨가하며 마디 7에서는 오른손은 변화 없이

일정한 음형을 연주하고 대신 왼손의 음이 첨가되어 반복된다.

<악보 41>의 (× 3-4) 경우 최대한 4번까지 반복하여 연주할 수 있다.

마지막 마디의 (× 3-5)*에서 *표시는 3번째 반복부터 크레센도 시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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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5번 반복하며 점점 커지는 크레센도의 길이를 제시한다. 각 마디의 반

복할 수 있는 최대 숫자를 선택하면 연주자는 총 50마디를 연주하게 된다.

3) 교수학적 의견

왼손 스타카토의 F음은 리듬이 흔들리지 않는 고정박으로 연주하여야

오른손 파트의 음들이 약박에 연주하거나 음들이 첨가될 때 제박에 들어올

수 있다. 같은 마디를 반복해서 치게 됨으로 속도가 빨라지지 않도록 왼손

의 박자를 항상 들으면서 리듬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다이내믹은 전체

적으로 f의 음량이나 왼손의 F음 소리에 비하여 오른손 파트의 음들이 작

아지지 않도록 음량의 밸런스를 유지한다. 다이내믹의 급진적인 변화를 더

한 마지막 마디의 반복과 함께 곡 전체를 통하여 몽환적인 분위기와 새로

운 음향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곡이다.

<중급 및 중급후기>

다음의 분석할 작품들은 중급인 <놀이> 3권의 4곡, <프렐류드> 3권의

2곡, <브리티시 콜롬비아 조곡>의 2곡과 중급후기인 <판타지>의 2곡으로

모두 10곡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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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독수리의 비행(Eagle’s Flight)

1) 곡 분석

‘독수리의 비행’은 4/4박자이며 무조의 곡이다. 곡의 길이는 전체 42마디

로 초급과 초급후기의 곡들에 비하여 긴 곡이다. 오른손 트레몰로의 화음

과 왼손의 단순한 리듬형태의 화음으로 구성된 2성부의 수직화음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도, 3도의 트레몰로와 5도, 7도 화음, 장식음이 있는

단음 그리고 16분 음표의 그룹들로 구성되어 있다. 곡 전체는 왼손의 음형

구조와 다이내믹의 변화로 인하여 크게 두 섹션으로 나눌 수 있다.

섹션 1은 마디 1에서 마디 26까지이며 오른손 성부에서 pp의 연속적인

트레몰로가 진행되며 왼손이 ff로 온음표를 포함한 4분, 2분음표의 반복적

인 리듬구조(♩ ♩)가 주로 나온다. 이 부분은 독수리가 매우 빠르고 격

렬하게 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마디 20과 마디 21은 왼손 2도의 트레

몰로로 양손이 pp에서 ff에 이르는 급진적인 음량변화가 나타난다. 마디 22

에서는 오른손 트레몰로가 음역이 높아진 장3화음으로 변하며 서서히 왼손

성부에서 새로운 음형패턴(16분, 2분, 점2분 음표로 구성)을 보이며 마디

27로 연결된다.

섹션 2는 마디 27에서 마디 42로 ‘기품 있고 우아하게(Gracefully)’라는

음악적 표현의 지시가 있다. 마디 25부터 왼손 16분 음표는 높은 음역으로

이동하게 되며 양손의 교차가 생긴다. 왼손의 5도, 7도의 불협화음들과 오

른손의 지속되는 트레몰로는 다이내믹이 pp로 유지하다가 마지막 마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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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ppp로 음량이 줄어들며 곡을 마친다. 섹션 2는 여린 다이내믹과 음역의

고조로 인하여 독수리가 위로 날아올라 서서히 움직임을 멈추는 모습을 나

타낸다. 이 곡의 전반부는 양손의 두성부가 대조적인 다이내믹(ff-pp)을 나

타내며 후반부는 양손 모두 pp-ppp로 음량이 작아지는 특징이 있다. 곡

전체페달을 통한 음향적 효과로 독수리의 다양한 비행 모습을 묘사한 곡이다.

<악보 42> <놀이 3권> 중 ‘독수리의 비행’ 마디 1-4

<악보 43> <놀이 3권> 중 ‘독수리의 비행’ 마디 20-22

<악보 44> <놀이 3권> 중 ‘독수리의 비행’ 마디 27-28



- 117 -

2) 특징적 기법

<연속적 트레몰로와 다양한 음향효과>

가장 두드러진 기법은 곡 전체에 나타나는 연속적인 트레몰로를 들 수

있다. 오른손의 연속적인 트레몰로와 왼손의 다양한 음형들의 다이내믹 변

화는 이곡의 중요한 음향요소가 된다. 곡 전반부에 나타난 양손의 pp, ff의

극단적인 다이내믹의 대조는 후반에 함께 pp, ppp로 작아지며 변화한다.

또한 ff와 악센트 표기로 강조된 왼손 성부의 다이내믹 효과와 불협화음

의 사용, 음역이동 및 곡 전체 페달 등의 기법이 합하여져 새로운 음향효

과를 경험하게 한다.

이 곡은 특별한 실험적 현대 기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트레몰로와 화음

의 구성, 다이내믹의 변화와 페달의 사용 등과 같은 기존의 기법들을 조합,

배열하여 새로운 음향효과를 가져온 작곡가의 참신한 시도로 볼 수 있다.

3) 교수학적 의견

장시간에 걸친 오른손 트레몰로의 연주는 쉽게 손과 근육들을 피곤하게

한다. 오른손 파트의 3도 트레몰로의 손가락 번호가 악보에는 1, 3으로만

되어 있는데 2, 4로도 교체하여 손가락과 손목이 굳어지지 않도록 한다. 손

목의 회전동작 테크닉이 수반되며 편안하게 큰 음량으로 천천히 치다가 템

포와 다이내믹을 조절하여 연습한다. 오른손 단3도 트레몰로의 pp연주는

건반의 깊이를 반만 타건하여 음량을 줄여보도록 한다. 이때 페달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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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왼손의 음량이 커서 오른손의 pp를 잘 표현하기 쉽지 않으나 일단 오

른손의 트레몰로는 pp의 음량을 내는 건반의 느낌을 잃지 않고 지속시켜

타건한다. 마디 22에서 장3도 트레몰로로 바뀌는 것에 주의하여 연주한다.

28. 최면 게임(Game of Hypnosis)

1) 곡 분석

이 곡은 무조, 무박으로 이루어진 우연성 음악이다. 11개의 단편으로 이

루어지며 마지막 단편을 제외한 나머지 단편들의 연주순서는 연주자가 무

작위로 정한다. 곡의 구성음은 8개의 음(G, B, C#, E, A#, C, D#, F#)이며

각 단위의 온음표 음은 항상 낮은음자리표의 G음으로 연주하고 마지막 단

위는 C#의 온음표만으로 마친다. 각 단편을 살펴보면 손의 포지션이 일정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른손의 C♮, D#, F#을 1번, 2번, 4번으로 치고, 왼

손의 B, C#, E, A#을 5번, 4번, 2번, 1번으로 치게 된다. 각 단편의 중심이

되는 음은 4분 음표와 마지막 온음표이며 4분 음표 앞에는 8개의 음들이

다양한 배열로 꾸밈음이나 아르페지오, 화음의 형태로 꾸며주고 있다. 이

음들은 빠르게 치는 장식음과 같은 효과를 주거나 곡의 뼈대가 되는 단음

들로 마지막 단편의 종지음을 제외하고는 각 단편 속에 항상 포함되어 있

다. 악보 하단의 지시사항에는 다이내믹은 지시되지 않았으나 전체페달과

함께 가능한 부드럽게 연주하도록 한다. 또한 모든 단편들의 진행은 반복

없이 그리고 어느 한 단편도 생략하지 말고 연주해야 한다. 악보의 맨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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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 단편은 ‘종지음’으로서 곡을 끝낼 때 반드시 치도록 한다.

<악보 45> <놀이 3권> 중 ‘최면 게임’

2) 특징적 기법

<음향효과를 위한 우연성음악>

‘최면 게임’은 중급에 소개되는 우연성음악으로 연주자가 각 단편들의 순

서를 임의로 선택하여 연주할 수 있다. 일정한 음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

며 양손 3개의 음들은 손가락 번호가 지시되어 있어서 낮은음자리표의 G

음을 제외한 나머지 7음은 손의 포지션이 자연스레 정해진다. 초급의 ‘풍선

들’과 초급후기의 ‘고장난 뮤직박스’와 ‘속삭여 줘, 별아’의 곡들과 비교하여

보면 이 곡을 포함하여 모두 높은음자리표의 음역과 곡 전체페달을 사용하

여 다양한 음향을 경험하게 하는 공통점을 발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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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편 사이의 시간은 ‘고장난 뮤직박스’와 ‘속삭여 줘, 별아’는 초단위

로 제시하며 ‘풍선들’은 각 단편의 최종음에 페르마타로 표기하였고 이 곡

은 온음표로 표기하여 각 단편 사이의 음길이(기다리는 시간)를 제시하였

다. ‘속삭여 줘, 별아’는 복조성과 변박이 학습의 어려운 점이나 각 단편의

연주순서가 첫 단편을 제외하고는 정해진다. 이 곡의 경우 8개의 동일한

음들로 구성된 악보의 단위수를 11개로 하여 곡의 규모를 확대시켰다. 또

한 다양한 음형변화에 따른 변주형태와 페달사용, 다이내믹의 음향효과에

중점을 두어 좀 더 복합적 요소가 첨가된 우연성 음악으로 볼 수 있다.

3) 교수학적 의견

곡은 무박이나 4분 음표의 길이를 메트로놈(♩=60)으로 지시한 박자대로

연습한다. 각 단위는 손가락 포지션대로 건반에 위치하여 한 음씩 쳐보거

나 양손을 모음화음으로 타건하여 음향을 경험한다. 각 단위의 뼈대가 되

는 4분 음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음들만 쳐본 후 전체를 연결하여 연습

한다. 각 단편의 마지막 G음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음들을 동일한 손가락

포지션으로 치게 되어 음 배열에 대한 집중력과 창의적 능력을 키울 수 있

는 곡이다. 즉, 음을 풀어놓는 방법은 다양하게 하는 반면 손의 포지션은

단순화함으로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을 최소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곡 전체페달로 인한 음향의 블렌딩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이 곡은 우연성음악의 가능성과 일정 구성 음들의 다양한 배치로 인한

음향효과에 주력한 작품이다. 화음과 단음, 아르페지오와 같은 장식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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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진 음향들의 새로운 경험은 실험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다이내

믹 표시는 없으나 곡 전체 페달을 사용하여 가능한 부드럽게 연주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29. 지진(Earthquake)

1) 곡 분석

‘지진’은 다양한 현대 기법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 곡이다. 곡 전체는

크게 무박과 변박, 무조와 복조성의 형태로 되어 있다. 각 섹션 서두의 분

위기를 표현하는 지시사항에 따라 곡 전체를 세 개의 섹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요하게(Calmly)로 표기한 섹션 1은 3도, 4도, 5도 등의 화음연결로 구

성되며 각 불협화음들 사이의 기다리는 시간을 초단위로 지시한다. 고요한

중에 지진이 일어나려는 수상한 조짐이 감지된다.

섹션 2의 격렬하게(Violently)는 4/4박과 무박으로 구성된다.

양손 성부는 검은 건반과 흰건반의 복조성으로 반복되는 왼손의 음형들

이 주를 이룬다. 지진이 일어날 때 땅이 요동치는 움직임을 잘 표현하고

있다. 섹션의 마지막부분을 제외한 곡 전체를 흔드는 페달링(flutter pedal)

을 사용한다. 왼손과 오른손의 5개 잇단음표들이 반복적으로 낮은음자리표

의 한 옥타브아래 저음역에서 나온다. 왼손은 흰건반, 오른손은 첫마디를

제외하고 한마디에 한 번씩 검은 건반으로 치게 된다. 또한 다이내믹이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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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커지면서 3옥타브에 걸친 글리산도를 두 차례 반복한다. 두 번째 글리

산도 후 돌연 pp로 시작된 2도 화음은 음을 하나씩 첨가하여 다섯 음으로

구성된 모음화음의 트레몰로 연타로 발전된다. 이 화음들은 pp-fff까지 음

량을 확대하여 앞팔을 사용한 클러스터가 곡의 클라이맥스로 진행되며, 곧

이와는 극단적인 대비로 무박의 정적이 흐른다. 이후 포인틸리즘의 기법을

사용하여 여러 음들을 넓은 음역에 걸쳐 점찍듯이 타건한다. 아첼레란도로

음들이 흩어지며 서서히 느려지다 음량도 pp로 진행된다. 5초간의 정적과

페르마타로 섹션을 마무리하게 된다.

섹션 3은 무시무시하게, 불가사의하게(Eerily)로 표현한다. 역시 4/4박자

로 단2도 불협화음의 반복된 음형이 나타나며 지진이 일어나는 처참한 분

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반복된 음형들은 서서히 지진의 큰 양상들이 지난

후 종료를 알리는 듯 잦은 쉼표와 함께 줄어들며 곡을 끝맺는다.

2) 특징적 기법

<혼합기법>

이 곡은 다양한 기법들이 혼합된 양상으로 나타나는 곡이다. 주로 미니

멀리즘 기법이 많이 나타나며 클러스터, 포인틸리즘을 활용한 즉흥연주, 음

간길이제시, 아첼레란도의 새로운 기보와 같은 현대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외에 흔드는 페달, 글리산도 주법, 트레몰로, 불협화음의 음향 등의 전통적

기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지진의 상황을 다양한 음향들로 묘사하였다.

섹션 2의 반복되는 단순한 음형의 미니멀리즘 기법은 반복된 음형을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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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 모두 표기하여 곡의 음향효과를 나타낸다. 초급의 ‘자장가’에서는 소

수의 음들을 소재로 한 반복되는 음형구조로서 미니멀음악의 전초작업으로

볼 수 있다. 초급후기의 ‘몽환’은 음형을 제시한 후 반복횟수 및 내용을 문

자로 제시하여 전형적인 미니멀 작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반면 ‘최

면 게임’의 미니멀 기법에서는 초급, 초급후기의 곡들에 비해 매우 빠른 템

포, 다수의 음표구성 그리고 다른 기법들과 혼용되어있어 전반적으로 난이

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클러스터 기법은 모음화음 형태를 발전시켜 앞팔 클러스터로 표현하고

있다. 클러스터의 형태만을 본다면 초급후기 곡인 ‘등 짚고 뛰어넘기’의 검

은 건반과 흰건반만의 클러스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살펴본

다른 곡들에서는 일반적인 클러스터의 표기로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포인틸리즘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곡들과 기보 상 달라진 점을 파악

할 수 있다. 형태별로 살펴보면 오선에 보편적인 음표로 기보된 곡들은 초급

의 ‘하찮은 말다툼’과 초급후기의 ‘탁구파티’와 ‘흉내쟁이’가 있다. 오선에

기보되었으나 음표가 오선밖에 부정확하게 표기된 곡으로는 초급후기의

‘흥분의 도가니’를 들 수 있다. 반면 한줄 악보에 음표의 위치가 부정확하게

표기된 초급후기의 ‘팝콘’이 있다. 이 곡은 오선에서 음높이를 표현하였으며

끝이 구부러진 특이한 선 모양으로 나타내며 즉흥연주형식으로 되어있다.

페달은 일반적인 댐퍼페달의 사용법 중 플레터 페달(flutter pedal)을 사

용한다. 이 페달은 댐퍼페달을 사용하되 깊이 밟지 않고 얕게 밟고 떼는

흔드는 페달로 연속적 동작으로 음향을 섞이며 울리게 한다. 또한 3옥타브

에 걸친 글리산도 주법과 ff의 음량에 있어 극단적 확대를 표현한다. 특히

불협화음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곡의 분위기를 극대화하는데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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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은 섹션 1의 화음, 섹션 2의 복조성, 섹션 3의 반복되는 8분 음형들의

음향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교수학적 의견

섹션별로 분류되는 곡의 특성상 사용된 기법과 음악적 특징을 파악하여

연습에 들어가도록 한다.

섹션 1 ‘고요하게’ (Calmly)

화음의 다이내믹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질 좋은 톤의 연습이 필요하며 소

프트 페달의 사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pp로 연주하며 변화하는 화음의

음향에 집중한다. 다음 화음으로 바뀌기 전까지 음길이 지시대로 페달을

밟는다.

<악보 46> <놀이 3권>의 ‘지진’ 중 ‘고요하게’ (Cal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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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 ‘격렬하게’ (Violently)

피아노의 최저음부분에서 다섯 손가락이 모두 타건하므로 손의 틀을 단

단히 하고 소리를 알차게 내는 기본 연습 후에 다섯 음을 한 박으로 연습

한다. 이 섹션은 다섯 음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두 파트(마디 1-3,

4-7)로 구분한다. 첫마디는 왼손 다섯 잇단음표의 음들만 4박 연주, 둘째

및 셋째마디는 오른손 다섯 잇단음표 그룹이 각각 마디의 셋째 박, 둘째

박으로 바뀌어 나오는 것을 주의한다. 마디 4-5는 다섯 음 그룹이 새롭게

등장한 글리산도가 나오며 마지막 박에 왼손이 음량을 급격히 줄여 p로

시작된다. 마디 6-7은 마디 4-5를 한 옥타브 올려 반복 진행한다. 곧이어

화음의 연타가 등장하는 마디 8-12는 화음들의 단계적인 다이내믹의 설정

(pp-mf-f-ff-fff)으로 마지막 앞팔 클러스터에 도달하여야 한다. 무박의 마디

이후 건반을 임의로 타건하는 마디 14는 먼저 치기에 편안한 음량으로 템

포를 조절한 후 음량을 줄여서 타건한다. 이 경우 소프트 페달을 사용하여

pp의 음량을 좀 더 용이하게 표현할 수 있다.

<악보 47> <놀이 3권> 의 ‘지진’ 중 ‘격렬하게’ (Violently) 마디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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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8> <놀이 3권> 의 ‘지진’ 중 ‘격렬하게’ (Violently) 마디 12-14

섹션 3 ‘무시무시하게’ (Eerily)

모든 연속적인 8분 음표는 음 간격을 고르게 하는 리듬연습을 기본으로

하여 음량조절을 한다. 이 섹션의 전체 다이내믹은 pp로 되어있으나 불협

화음을 꾸밈음으로 하는 오른손 화음들에만 p로 표기하였다. 이는 불협화

음의 불길한 음향을 섹션 사이사이에 넣어 음향적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음량을 pp보다 크게 표현하기 보다는 화음들에 낯선 뉘앙스를 첨가한다고

생각하면 다이내믹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악보 49> <놀이 3권>의 ‘지진’ 중 ‘무시무시하게’ (Eerily) 마디 1-3

이 곡은 악곡 전체가 다양한 현대기법들을 활용한 음향의 실험으로 종합

적 학습이 가능한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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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거기 누구예요?(Who’s There?)

1) 곡 분석

곡 전체는 무박과 무마디로 음계의 개념이 없는 곡이다. 곡 서두에 마음이

어지럽혀진 혼란한 상황을 ‘Hauntingly’로 기재하여 곡의 분위기를 암시하였

고 동시에 4분 음표의 템포를 메트로놈 60으로 지시하고 있다. 곡의 구성은

피아노 건반의 음향과 건반외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건반외의 활동에서는

작곡가가 제시한 많은 연주지시사항이 문자로 제시된다. 곡 전체는 반복되는

음 구성의 꾸밈음들을 기준으로 3개의 섹션으로 나눌 수 있으며 건반에서

의 연주음형의 반복과 첨가로 변형되어 각 섹션의 전체 길이도 확대되고 있다.

섹션 1은 3개의 꾸밈음이 포함된 F#, G, C♮음은 4분 음표이며 다음의 2

분 음표 화음으로 건반에서의 연주를 마치게 된다. 각 음들 사이의 페르마

타는 4초의 시간을 기다리도록 지시하고 있다. 4분 음표 앞의 꾸밈음들과

2분 음표는 다음 섹션에서 반복, 첨가되어 다시 나온다. 건반 외 활동에서

는 음표 머리 부분을 ‘x’ 로 표기하여 피아노 받침대위를 편평한 손가락부

위로 리듬에 맞춰 두드리다가 ppp로 G음만을 타건하며 다시 받침대를 두

드린다. 페르마타 후에는 건반의 맨 아래에 있는 나무부분을 손가락 마디

로 두드린다.

섹션 2의 첫 A♮음 앞에는 모두 5개의 꾸밈음이 포함되며 화음도 세트

1의 반복과 첨가로 인하여 2번 연주된다. 건반 밑 부분이나 맨 아래를 두

드릴 때 음표머리부분을 ▲, ■과 같은 도형모양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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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3의 첫 G음에는 모두 7개의 꾸밈음이 포함되며 화음도 세트 1의

반복과 첨가로 인하여 3번 연주된다. 건반 이외 활동은 두드리는 횟수가

증가되어 길게 표현하도록 한다. 곡 마지막 부분은 피아노 뚜껑을 ‘꽝’ 하고

닫으며 가능하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도록 지시하여 무섭고 혼란한 곡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다이내믹의 경우 피아노 연주부분은 ppp로 하고

건반 외 소리는 모두 ff로 하여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다. 페달은 악보에

지시하였으며 화음의 바뀌는 부분만 새로 밟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지속적

으로 밟도록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곡은 피아노 건반이외의 부분을 타악기적으로 사용

한 새로운 음향의 실험적인 곡이다.

<악보 50> <놀이 3권> 중 ‘거기 누구예요?’

(첫째 단, 여섯째 단, 일곱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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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적 기법

<특이기보와 건반외의 새로운 사운드>

피아노 건반에서의 연주는 오선보로 기보하며 건반외의 모든 활동은 한

줄 악보에서 소개하고 있다. 또한 피아노 몸체를 활용한 타악기적 기법에

서는 음표와 특이기보(×, ▲, ■)를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표시의 특이기

보가 사용된 곡을 살펴보면 초급의 ‘바보같은 짓’에서는 신체의 소리를 표

현할 때 나타내었고 ‘봤냐!’의 경우는 청중이 함께 소리칠 때 사용하였다.

초급후기의 ‘새 관찰’에서는 처음으로 피아노의 몸체부분인 나무부분을

두드려 소리 낸다. 따라서 중급곡인 ‘거기 누구예요?’의 건반외의 활동에서

는 앞서 논의된 곡들에 비하여 한층 더 다양한 특이기보와 리듬패턴으로

새로운 음향을 표현하였다. 이 곡은 건반과 비건반의 활동을 음향으로 확

대시켜 표현한 매우 실험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3) 교수학적 의견

이 곡에서 나타나는 피아노 몸체를 두드리는 것은 학습자에게 낯선 작업

일 수 있다. 기술적인 움직임보다 먼저 곡의 분위기를 파악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장면을 상상하거나 이미지를 그려보아야 한다. “어디선가 낯선

사람이 나타난 듯한 공포영화의 배경음악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등 곡의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로 접근하여 비슷한 음향을 만들어 본다. 악보에 지시

한 피아노 몸체를 두드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씩 두드려 소리내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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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건반 밑 부분의 나무부분을 두드리면 향판이 미세하게 울리는 음향

을 들을 수 있다. 각 부분의 충분한 소리탐구가 있은 후 리듬과 음표를 따

로 떼어서 연습한다. 최종적으로 악보의 지시사항대로 함께 연주하도록 한

다. 이곡은 오선보와 한줄 악보를 큰 보표의 위아래로 사용한 새로운 기보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첫 섹션에서 사용된 음형의 구조와 건반외의 활동

은 다음 섹션에서 반복, 첨가의 방법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변형되어 건반

과 비건반을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기술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원래 이 곡은 그랜드 피아노에서 연주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나 차트만은

학습자가 업라이트 피아노에서 연주할 경우도 고려하여 악보하단에 업라이

트 피아노 위치에 따른 연주주법을 소개하였다.

31. 시끄러운 유령(Poltergeist)

1) 곡 분석

이 곡은 3/4박자이며 곡 전체가 단선율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6음 음계

의 헥사코드(hexachord)101)를 사용하였으며 이 코드는 유령의 이미지를 나

타내는 미스테리한 느낌을 연상시킨다. 전체 곡은 곡 서두의 분위기를 표

현하는 지시사항의 분류에 따라 마디 1-9, 마디 10-24의 두 섹션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섹션의 템포는 3회의 메트로놈 표시와 아첼레란도, 리타르단도

101) 그리스어의 헥사 hexa(6)와 코르도스 chordos(줄)에 유래한다. 중세 음악이론

의 기초를 이루는 6음 음계로서, 제 3음과 제 4음 사이에 항상 반음의 음정을

가지며, 양쪽 끝 음은 장6도로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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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주 변화하게 된다.

섹션 1은 악보 하단에 제시한 코드가 낮은 음역에서 높은 음역까지 반복

하여 진행한다. 마디 1의 진행은 pp로 시작하여 점점 빠르게 진행함과 동

시에 다이내믹도 ff로 함께 커지며 섹션안의 클라이맥스를 이룬다. 절정에

이른 마디 5의 C(헥사코드의 첫음)음을 악센트로 강조한 후 다시 느려지며

마디 6에서 헥사코드의 시작과 마지막음인 C음, A♭음을 반음씩 올려 만

든 A♮, C#음이 포함된 아르페지오가 나온다. C음은 마디 6에서 마디 8까

지 반복되어 나오며, 마디 9에서 헥사코드의 음들을 꾸밈음으로 한 C음이

원래 템포로 돌아오며 페르마타로 섹션을 마친다.

섹션 2는 D음으로 시작된 헥사코드로 구성되며 섹션 1보다 헥사코드의

진행을 더 많이 반복하여 마디수가 추가 된다. 템포 역시 시작부분은 같으

나 아첼레란도로 더욱 빨라지다가 원래의 템포로 돌아온다. 마디 22의 D음

이 연주된 후 변형된 코드가 두 마디 추가되어 진행하며 곡을 마친다.

<악보 51> <프렐류드 3권> 중 ‘시끄러운 유령’ 마디 1-4

<헥사코드의 음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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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적 기법

<헥사코드를 이용한 템포의 변화>

이 곡은 중급에서 처음 다루는 6음 음계의 헥사코드를 이용한 곡이다.

초급과 초급후기에서 살펴본 새로운 음계로는 초급의 ‘봤냐!’와 초급후기의

‘숫고양이 토마토’의 12음렬과 초급의 ‘미끄러지듯’의 8음 음계(옥타토닉 음계)

를 들 수 있다. 그 밖에 오음음계를 사용한 곡들이 있다. 이 곡은 헥사코드에

속한 6음을 단선율로 하여 메트로놈의 지시, 아첼레란도, 리타르단도를 통한

다양한 템포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곡이다.

3) 교수학적 의견

이 곡은 템포 변화가 빠르게 진행하므로 손가락포지션을 연습초기에 잘

설정하여야 한다. 섹션 1의 코드진행의 왼손 손가락 번호는 4번-3번-1번,

오른손은 1번-3번-2번으로 한다. 섹션 2의 경우 왼손은 5번-3번-2번이나 4

번-3번-1번, 오른손은 1번-3번-2번으로 하는 것이 좋으나 각 학습자에게

적합한 운지법으로 정하여 건반에서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조절한다. 첫마

디부터 느리게 시작하다 갑작스럽게 아첼레란도로 빨라지며 마디 5에서 다

시 리타르단도로 느려지는 갑작스러운 템포의 변화를 표현하게 된다. 갑자

기 유령이 나타나는 으스스한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이 곡은 넓은 음역

이동으로 인한 손 포지션의 어려움이 있는데 차트만은 코드의 단선율을 반

복적으로 사용하여 복합적인 학습의 난이도를 좀 더 쉽게 조절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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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템포의 변화와 동시에 pp에서 ff로의 급격한 다이내믹 변화를 경

험할 수 있는 곡이다.

32. 대초원의 하늘(Prairie Sky)

1) 곡 분석

이 곡은 불규칙 박을 포함한 변박으로 총 20마디에 걸쳐 변박이 15회 나

온다. 주로 4분 음표, 2분 음표와 점2분 음표가 반복되어 나온다. 조성은 A

♭장조이며 선율적인 단음의 연결과 2도, 5도, 6도, 7도 화음들의 진행이

주로 나타난다. 곡 전체는 반복, 변형되는 구조의 기본음형이 들어있는 마

디 1에서 마디 4의 첫 화음까지를 기본 섹션 A로 하여 A-B-C-A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양손파트의 선율적인 단음과 화음의 진행이 거울에 반사된

모습처럼 서로 전위(inversion)된 구조로 되어 있다.

섹션 A는 이 곡의 기본 음형패턴이며 세부적으로 반복, 변형되어 나타나는

a, b, c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a의 단선율은 음역이 3도 이상으로

서로 벌어져 진행되며 b의 화음은 반복, 확대되어 각 섹션에 나오고 있다.

c의 음형패턴은 이 곡에서 고정적으로 4번 반복되어 나타난다. 다이내믹은

a(mp), b(p), c(pp)로 비교적 여린 음량으로 진행되고 있다.

섹션 B는 섹션 A에 비하여 a의 단선율 음이 2개 추가되었고 b역시 마

디수가 2마디 추가되어 나타난다. 다이내믹은 a(mf), b(mp-mf), c(mp)로 A

섹션에 비해 음량을 좀 더 크게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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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C는 이곡의 클라이맥스로 a가 3마디, b가 반복되는 화음을 포함하여

5마디로 확장된다. B보다 반복과 변형이 확대되었으며 다이내믹도 커지게

된다. 다이내믹은 a(f), b(mf-ff), c(mp)로 곡 전체에서 다이내믹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A-B-C의 진행이후 다시 A가 반복되며 곡을 마치게

된다.

‘대초원의 하늘’은 조성음악으로 기본 음형패턴을 소재로 곡의 구조와 다

이내믹을 체계적으로 반복, 확장시킨 곡이다. 북미 캐나다의 자연친화적인

대자연을 느끼게 해주는 치유(healing)의 곡이며 인상주의의 음향을 경험하

게 한다.

<악보 52> <프렐류드 3권> 중 ‘대초원의 하늘’ 마디 1-4 <섹션 A>

2) 특징적 기법

<변박과 자리바꿈(inversion), 인상주의적 음향을 토대로 한 미니멀리즘>

이 곡은 전통적 조성의 곡 안에서 2박, 3박, 4박 등의 잦은 변박을 사용

한다. 곡 전체의 템포 자체는 느리지만 변박을 통하여 하늘의 구름조각들

이 서로 다른 위치에 군데군데 떠 있는 듯 한 공간적 움직임과 자연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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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정형적인 반복 리듬구조로부터 탈피하여 자유

로운 리듬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조성구조에서 느껴지는 선율과 화

음들의 연속적인 진행 그리고 2도, 5도, 6도, 7도 등의 부가화음을 사용하

여 인상주의적 음향을 경험 할 수 있다. 곡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일정음형

의 반복적 진행은 미니멀 음악으로도 볼 수 있으며 하늘을 묘사한 자연친

화적인 곡으로 뉴에이지 음악(New Age Music)102)의 경향도 파악된다.

3) 교수학적 의견

악곡의 구조상 앞서 논의된 악곡분석을 토대로 전위기법이 나타난 형태

의 선율형태를 악보에 표기하거나 선율과 화음을 각 섹션별로 구분하여 연

습한다. 학습의 가장 어려운 점은 변박의 리듬표현이다. 곡 전체를 이어서

연습하지 말고 예를 들면, 4/4박과 3/4박을 먼저 쳐본 후 3/4박과 3/2박, 다

음에는 4/4박, 3/4박, 3/2박을 연결하여 연습하며 리듬을 익혀나간다. 3/2박,

5/4박, 4/4박도 같은 방식으로 연습한다. 박을 정확히 지키는 수학적 개념

의 박자연습 외에 하늘이라는 공간속에 서로 다르게 위치하는 구름무리들

의 이동을 상상하여 감각적으로 리듬표현을 해본다. 즉 수학적 개념의 박

을 공간적 개념으로 이동하여 느껴보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

이 곡에서는 변박을 포함하여 다이내믹 역시 매우 중요하다. 즉, 다이내

믹의 변화하는 흐름과 함께 박의 변화를 인식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리듬

102) 1980년대에 나타난 음악 장르로, 고전음악이나 포크뮤직을 포함하여 광범위

한 음악장르를 포괄하는 연주음악이다. 무공해 음악이라고도 하며, 상상력을 불

러일으킬 수 있는 감성이 특징인 뉴에이지 계열의 음악에는 컨템퍼러리 재즈,

프로그레시브록, 클래식팝, 영화음악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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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응하며 연주할 수 있다.

차트만은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변박으로 인한 리듬진행의 어려움을 고려

해서 동일한 음형패턴의 반복과 확대를 통하여 전체 학습의 난이도를 조절

한 것으로 파악된다.

33. 밤의 소리들(N ight Sounds)

1) 곡 분석

‘밤의 소리들’은 인성(human voice)과 피아노 파트로 이루어진 3줄의 오

선보가 먼저 눈에 띤다. 피아노 파트는 전통적인 높은음자리표와 낮은음자

리표를 사용한다. 반면 인성파트는 오선보에 표기하고 피아노 몸체를 이용

한 소리는 한 줄 악보에 표기한다. 두 경우 모두 악보의 음자리표 대신 굵

은 2개의 세로줄로 표기하였다. 이 곡은 무박과 무마디로 구성되며 음계의

개념이 없는 곡이다. 악보전체에 연주방법에 관한 작곡가의 상세한 제시를

표기하여 놓았다. 다섯째, 여섯째 단을 제외하고 모든 악보의 단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소리형태를 보여 준다.

첫째 단의 왼손 A음은 저음역으로 검은색 음표머리만 표기하였으며 템

포 설정은 악보상단에 ‘∙= 60’으로 표기 되어있다. 왼손 저음역의 A음 종

소리가 한밤의 자정을 알리며 멀리서 들려오듯이 12번 울리는 동안 휘파람

과 흡사한 숨소리가 바람소리처럼 두 번 들린다. 첫 번째 숨소리는 4번째

A음에서, 두 번째 숨소리는 여덟 번째 A음에서 소리 낸다. 다이내믹은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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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쉬고 들이 마실 때 p-f-p로 숨소리의 세기를 조절한다.

둘째 단에서는 피아노의 가장 높은 C음을 pp의 아첼레란도로 점점 빠르

게 타건하여 mp로 정점에 이르다가 다시 pp로 느려지게 된다. 이러한 템

포의 변화는 왼손에서 연필로 피아노의 나무표면을 5차례 일정한 간격으로

두드리므로 오른손 파트와 박을 맞추게 된다. 왼손의 마지막 다섯 번째 두

드림과 동시에 인성파트에서 휘파람소리를 pp-ff로 ‘쉬쉬쉬’(sss---sh) 5초

동안 내어 셋째 단으로 연결된다.

<악보 53> <판타지> 중 ‘밤의 소리들’ 첫째, 둘째 단(일부)

셋째 단은 오른손의 E, B, C, F#음의 구성으로 슬러에 의한 다섯음 음형

들이 템포를 점점 빠르게 하여 차츰 느려지며 반복된다. 네 음들 중 한음

씩 차례로 슬러의 첫 음과 왼손의 지시된 음을 동시에 연주하며 총 6번 반

복되어 나온다. 이때 인성파트에서는 둘째 단 마지막의 ff음량의 휘파람 숨

소리를 5초 동안 차츰 거의 들리지 않게 하여 ppp로 소리를 멈춘다. 피아

노 파트의 마지막 슬러 연주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듯 혀 차는 소리를

내며 피아노 파트와 템포를 맞춘다. 이어진 혀 차는 소리는 넷째 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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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분 음표와 8분 음표로 구성된 셋잇단음표, 8분음표로 일정 박으로 유지

하며 소리 낸다. 마지막 4분 음표에서 양손은 건반에서 가장 높은 3옥타브

음역으로 비가 약하게 오는 이미지를 연상하며 표시된 음들을 점찍듯이

ppp로 아주 작게 무작위로 타건한다.

<악보 54> <판타지> 중 ‘밤의 소리들’ 넷째, 다섯째 단(일부)

넷째, 다섯째 단은 피아노 파트의 음높이가 오선에 정해져 있으며 비례

기보를 사용하여 음사이의 거리에 비례하여 음길이를 정하며 연주한다. 이

때 넷째 단 인성파트에서는 ‘샴 고양이’처럼 mp로 콧소리를 매우 많이 내

어 ‘미-아-오우’(me-aa-ow)로 짧은 꾸밈음과 글리산도를 이용하여 소리

내고, 돼지처럼 ff로 크게 코를 힝힝거리며 소리 낸다. 다섯째 단의 인성파

트는 학습자의 목소리나 피아노로 밤의 소리를 창작하도록 제시하며 단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소리처럼 ‘우우우-’(whoooo-)

로 소리 내며 곡을 끝맺는다.

이 곡은 피아노연주와 인성파트의 앙상블로 밤에 들리는 다양한 소리를

묘사한 매우 실험적인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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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적 기법

<인성 요소와 피아노의 새로운 음향적 앙상블, 특이기보(시각을 이용한

아첼레란도 표기, 비례기보, 포인틸리즘)>

‘Voice’로 표기된 인성파트는 피아노 연주와 함께 주로 휘파람을 불거나

수도꼭지의 물이 새는 소리, 혀를 차는 소리 등 신체로 내는 다양한 소리

를 통하여 한밤중의 무서운 음향을 표현하고 있다. 피아노 파트는 연주를

하면서 피아노 몸체를 펜슬로 두드리거나 포인틸리즘 기법으로 음을 타건

한다. 음의 길이가 음과 음사이의 수평적 공간에 비례하는 특이기보도 나

타난다. 다이내믹은 인성파트에서 극단적 대비로 나타나며 피아노 파트는

비교적 여린 소리로 연주한다.

‘바보같은 짓’과 ‘봤냐!’는 사람의 신체를 사용한 소리를 곡속에 짧게 삽

입하여 건반 외의 소리를 경험하게 하였다. 피아노의 몸체를 이용한 곡을

살펴보면 ‘새 관찰’에서 피아노 몸체의 나무부분을 두드려 역시 곡속에 짧

게 사용하였다. 중급의 ‘거기 누구예요?’에서는 피아노의 몸체만을 사용하

여 건반 이외의 소리를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곡과 같이 건반과

비건반 소리가 동시에 실행되는 형태가 아니라 번갈아가며 연주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3) 교수학적 의견

‘밤의 소리들’은 밤의 소리를 묘사하기 위한 피아노와 인성의 실험적인

앙상블 곡이다. 피아노 파트의 첫 A음은 최저음에서 ppp로 매우 작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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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프트페달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일정한 박으로 펜

슬을 두드리는 부분은 메트로놈으로 대신 맞추어 오른손의 템포 조절 연습

을 먼저 한 후 악보대로 맞추어 연주한다. 피아노 파트는 리듬과 다이내믹

에 초점을 두어 연습하고 인성파트는 밤의 소리들에 관한 이미지를 상상하

여 음향을 만들며 연결한다. 각 파트가 서로 소리에 관한 탐색과 개별 연

습 후 함께 연주할 때는 서로 호흡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앙상블 연

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연주를 녹음하여 들어보는 등 기악과 인성파트의

협동 작업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작품은 중급후기의 난이도 곡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연주과정에서의

실험적 기법들이 고난이도에 속하므로 실제적으로는 고급수준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34. 마지막 말다툼(Final Argument)

1) 곡 분석

이 곡은 변박과 무조로 이루어진 곡이다. 5/4박자가 주로 많이 나오며

이외에 2/4, 6/4, 4/4박자로 구성된다. 다양한 클러스터와 화음으로 이루어

지며 감정 변화에 따른 템포의 메트로놈 표기와 곡의 분위기를 암시하는

지시사항이 다양하게 제시된다. 곡 전체는 ‘Fast’와 Slowly’로 표기되어 템

포의 대비가 교대로 나타난다. 사이렌 소리로 표현되는 마디 13-14는 일정

한 템포로 연주한다. 모든 클러스터는 fff로 소리 내며 그 외의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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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의 여린 음량으로 표현한다.

마디 1-2는 이 곡의 기본 패턴구조로 반음계 클러스터의 꾸밈음이 포함

된 2분 음표 길이의 클러스터와 4분 음표길이의 왼손 앞팔 클러스터로 구

성된다. 마디 2의 단3화음과 반음내린 단음의 연결은 뭔가 슬프고 우울한

분위기가 느껴지며 양손이 모두 낮은음자리표에서 연주한다.

마디 3-8은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화음의 꾸밈음을 포함한 반음계 클러

스터를 사용한다. 2/4박자로 양손에 나누어 흰건반과 검은 건반 클러스터

를 교대로 친다. 마디 5-6은 모음화음으로 흰건반과 검은 건반을 동시에

연주하며 마지막 박자의 8분 음표 약박에 악센트를 주어 오른손 앞팔로 소

리 낸다. 마디 7에서 쉼표로 이어지다 마디 8의 다시 느린 템포의 화음부

분이 나온다. 마디 9-12는 다툼이 절정에 다다르며 히스테리컬한 느낌의

클라이맥스로 16분 음표의 빠른 앞팔 클러스터와 검은 건반과 흰건반의 손

가락 클러스터 트레몰로로 점2분 음표의 길이동안 소리 낸다. 마디 10은

꾸밈음을 포함한 클러스터를 한 박씩 차례대로 5차례 소리 내어 몹시 흥분

된 분위기를 묘사한다. 마디 11-12는 다시 느린 화음들이 매우 슬프게 등

장하며 심상치 않은 불길한 상황을 표현한다. 마디 13-16은 누군가 다치거

나 불상사가 일어난 듯한 상황을 암시하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pp에서

pppp로 아주 작게 들려오며 곡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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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5> <판타지> 중 ‘마지막 말다툼’ 마디 1-2

<악보 56> <판타지> 중 ‘마지막 말다툼’ 마디 8-9

<악보 57> <판타지> 중 ‘마지막 말다툼’ 마디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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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적 기법

<클러스터의 다양한 기법들>

이 곡에서 사용된 클러스터의 연주형태는 논의된 초급과 초급후기의 연

주방식을 포함하여 더욱 확대되어 나타난다. 넓은 음역의 짧은 꾸밈음, 양

손의 트레몰로 연타, 모음화음과 앞팔 클러스터의 연결을 들 수 있다. 클러

스터를 타건하는 신체부위는 손가락, 손바닥, 앞팔로 자세히 구분하여 지시

하고 있다. 또한 클러스터의 형태를 구성하는 꾸밈음, 임시표, 사각형의 색

깔과 가로폭 등에 따른 다양한 클러스터 지시사항이 소개된다. 꾸밈음으로

사용된 클러스터와 본음 클러스터는 벌어진 양손의 넓은 음역을 재빠르게

치게 되므로 정확한 음의 타건이 아닌 손바닥으로 치도록 되어있다. 강하

고 공격적인 분위기를 표현한다. 임시표는 반음계(검은 건반과 흰건반을

동시에 누름), 검은 건반, 흰건반을 지시한다. 클러스터 사각형의 흰색은

처음 소개되며 음표의 기둥과 함께 2분 음표의 길이를 표시한다. 클러스터

사각형의 가로 폭이 좁아진 것은 마디 9의 16분 음표를 기둥으로 하여 음

표의 길이를 따라 표기된 것이다.

이 곡에서는 기존의 클러스터 개념에 음길이를 표현하는 음표의 기능을

첨가하였다. 즉, 중급후기에서의 클러스터기법은 초급의 곡들에서 보여준

일시적인 음향 효과에서 좀 더 확대되어 음표구성으로의 기능을 나타낸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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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적 의견

이 곡은 클러스터로 표현하는 화난 감정의 패시지와 이와는 대조적인 느

리거나 슬픈 감정으로 나타내는 화음과 단음의 패시지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특히 마디 5와 6에서 화음으로 진행하다 마지막에 클러스터로 변하는

부분은 피아노 건반에서 클러스터가 어떤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법

인지 경험하게 만든다. 테크닉적인 면에서 신체의 다양한 부위를 사용하는

클러스터의 개별적인 연습도 필요하다. 또한 곡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다이내믹의 극단적인 대조는 기술적인 건반의 연습도 필요하지만 감정변화

에 따른 소리의 상상을 통하여 신체로 자연스럽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페달도 동시에 사용하므로 몸 전체가 순발력 있게 움직이도록 연습

에 있어서 코디네이션이 필요하다.

35. 게걸음(Crabs)

1) 곡 분석

바닷게들의 움직임을 묘사한 곡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8분 음표 음형

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박자는 6/4, 3/2, 6/4, 3/2, 3/4, 6/4박자의 변박

으로 구성된다. 오른손은 C장조로 흰건반을 연주하고 왼손은 B장조이며

검은 건반을 연주하는 복조성구조이다. 양손의 아티큘레이션은 레가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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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카토로 표현하여 두 그룹 게들의 서로 다른 동작을 나타낸다.

곡 전체는 변박에 따른 리듬 변화와 스타카토와 레가토 음형으로 이루어

지며 6/4박자와 3/2박자의 교대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8분 음표의 상행 및 하행의 움직임은 이 곡의 기본 음형이다. 이 음형은

게가 옆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마디 2에서 나타난 스타카토로 표

현된 음들은 마디 4까지 크레센도하여 f로 음량이 커지는데 새로 등장한

게의 무리를 나타낸 듯 보인다. 마디 4에서 왼손이 오른손의 기본음형을

전위시킨 형태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왼손 스타카토 음형을 오른손

에서 음높이를 바꾸어 교대로 진행한다.

마디 8의 3/2박자 구조는 손의 교차와 함께 6/4박자보다 움직임이 많고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마디 11부터는 반

복되고 높은 음역으로 확대되어 나타난다. 왼손 스타카토와 오른손 8분 음

표의 반복된 활발한 움직임이 ff로 강조되어 나온다. 마디 14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멈추는 듯 하며 마디 16의 쉼표로 표현된다.

마디 2에서 나온 스타카토음형이 지속적으로 높은 음역으로 더 길게 이

동하여 마디 10의 분주한 움직임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마디 16(쉼표마디)-20은 게들이 갑자기 바쁘게 이동하는 모습이 왼손의

지속적으로 상행하고 있는 스타카토음형으로 나타낸다. 마디 20의 오른손

D#음과 왼손의 C음은 ppp로 각각 가장 높고 낮은 음역에서 스타카토로

유머러스하게 곡을 마무리 한다. 이때 양손은 검은 건반과 흰건반을 서로

바꾸어 타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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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8> <브리티시 콜롬비아 조곡> 중 ‘게걸음’ 마디 1-3

<악보 59> <브리티시 콜롬비아 조곡> 중 ‘게걸음’ 마디 11-12

2) 특징적 기법

<변박과 아티큘레이션, 미니멀리즘>

이 곡에서 변박은 움직임의 형태를 묘사하는 중요한 곡의 요소로 파악된

다. 곡 서두에 표기된 = 63-66으로 점2분 음표의 길이를 지시하였다.

6/4박자나 3/2박자는 똑같이 한마디 안에 8분음표가 12개 있게 되어 전

체 템포는 같다. 그러나 6/4박자에서의 8분 음표 음형은 3/2박자에 비하여

느리게 움직이는 느낌을 주며 3/2박자에서의 8분 음표 4개의 묶음들은 음

들이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좀 더 많은 움직임으로 표현된다. 반복되는

음형들과 pp, f, p, ff, ppp와 같은 다양한 다이내믹으로 움직임의 형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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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멀기법의 구조로는 게들이 옆으로 이동하는 8분 음표의 레가토음형,

4분 음표의 스타카토음형 그리고 4도와 6도 화음의 지속적인 스타카토 음

형들로 반복적인 움직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3) 교수학적 의견

복조성의 음향을 경험하며 게들의 움직임을 음표들의 이동과 손가락의

움직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곡이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음형들은 소리를 고르게 내고 좀 더 유연한 수평진행을 위하여 슬러가 묶

인 음형대로가 아닌 <악보 58>의 다양한 음형들로 리그루핑(regrouping)

하여 연습할 수 있다. 특징적인 손의 포지션을 살펴보면 양손의 교차 후

한손만 점점 멀리 이동하기도 하고 또는 겹쳐진 모양으로 함께 움직이거나

양손이 번갈아 가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게들의 이동모습과도

유사하다. 손이 교차된 패턴에서 검은 건반을 치는 손은 흰건반을 치는 손

위에 위치하므로 손목을 살짝 올려서 연주하여 양손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곡은 중급에 속하였으나 곡의 구조와 음형의 단순함, 테크닉적인 요

소를 고려할 때 초급후기에서도 학습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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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매사냥(Red-tailed Pursuit)

1) 곡 분석

이 곡은 2/4, 4/4박자가 교대로 나오는 변박의 곡으로 빠른 화음들의

연타가 눈에 띈다. 곡의 구조는 템포의 구분에 따라 ‘Fast’(빠르게)와

‘Slightly slower’(조금 느리게)로 구분된다. ‘Fast’는 오른손이 흰건반, 왼손

이 검은 건반을 치며 ‘Slightly slower’는 오른손이 검은 건반, 왼손이 흰건

반으로 연주하여 복조성의 음향을 경험 할 수 있다. 2/4박자의 빠른 글리

산도로 곡을 시작하여 마디 2에서 마디 4는 매들이 날아오르며 떼를 지어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한 듯한 16분 음표의 화음연타가 나온다. 마디 3은 8

분 음표가 포함되어 리듬이 변형되는데 다음 마디의 움직임을 위한 준비로

보인다. 마디 5는 2/4박자의 8분 음표로 잠시 템포가 숨고르기를 하듯 조

금 느려지다 다시 4/4박자의 연타화음으로 연주된다. 마디 7은 음역이 높

아진 후 잠시 정지하며 꾸밈음과 악센트로 강조된 화음이 나온다. 마디 6과

7은 p-ff로 갑자기 커지면서 격렬했던 움직임이 정지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마디 10부터는 다이내믹의 급진적인 변화가 2차례 생긴다. 마디 13까지

pp-ff로, 또다시 p로 시작된 마디 14의 연속적인 화음의 진행은 마디 16에

서 온음표와 점2분 음표로 멈추는듯하다 한 박을 쉬고 최종적으로 연타화

음과 코드 그리고 저음역의 C음을 fff로 강렬하게 강조하며 곡을 끝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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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0> <브리티시 콜롬비아 조곡> 중 ‘매사냥’ 마디 1-3

<악보 61> <브리티시 콜롬비아 조곡> 중 ‘매사냥’ 마디 10, 19-20

2) 특징적 기법

<빠른 연타의 트레몰로 효과, 변박, 복조성 효과>

이 곡은 흰건반과 검은 건반 화음의 연속적인 트레몰로의 리듬변화로 동

작의 빠르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으며 2/4, 4/4의 단순한 박자로 직선적

인 느낌의 빠른 속도감을 나타낸다. 또한 변박자를 이용하여 빠른 템포에

서 리듬의 균형 잡기와 유동성을 배울 수 있는 곡이다. 중급의 ‘게걸음’에

서 게들이 옆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한 6/4, 3/2박자의 변박

구조곡과 비교할 때 난이도면에서 급상승한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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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적 의견

빠른 속도의 화음을 지속적으로 치려면 기본적으로 손가락은 부드러우면

서도 손끝은 단단하게 한다. 또한 손이 건반에 가까이 있어서 건반과의 이

동거리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 곡에 나타난 양손의 화음들은 아주 가까

운 포지션에서 치게 되므로 검은 건반을 치는 손은 흰건반을 치는 손위로

위치하여 손목을 아치형으로 살짝 올려 친다. 빠른 연타를 치기 위하여 템

포를 단계별로 정하여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다. 화음 트레몰로를 ff로 타건

할 때는 pp로 타건할 때 보다 손과 팔 전체의 중력을 이용하여 힘을 아래

로 떨어뜨려 치도록 한다. 각 마디마다 항상 흰건반이 먼저 나오지만 연습

은 검은 건반부터 시작하여 검은 건반을 칠 때의 부담감을 심리적으로 줄

일 수 있다. 마디 2의 경우 손가락 번호는 악보의 표기된 3번-1번/2번-3번

대신 4번-2번/3번-4번으로 바꾸어 해 볼 수 있다. 이 곡은 템포와 변박, 다

이내믹이 조화를 이루어 속도에 따른 움직임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

였다. 학습자들에겐 20마디의 짧은 곡을 통하여 빠른 곡의 음악적 표현과

테크닉을 함께 배울 수 있는 흥미로운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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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요약 및 제언

차트만의 교육용 작품들 중에서 현대기법이 사용된 36곡을 선정하여 각

작품에 드러난 음악적 특징과 다양한 기법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세

기 중반 이후의 현대기법들 중에서 새로운 음향과 기보법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며 곡을 구성하고 있는 음악적 요소들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제시된 것이 뚜렷하게 파악되었다.

본 장에서는 여러 현대기법들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각 작품들 속에 어떻

게 활용되고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각 기법과 개념들이 초급과 초

급 후기, 중급과 중급후기과정에 걸쳐 제시되는 단계적 양상에 초점을 맞

추고자 한다. 난해하다고 여겨지기 쉬운 현대기법들이 단순한 곡으로부터

복합적인 곡에 이르기까지 제시되는 과정은 교수학적으로 매우 유용한 관

찰대상이기 때문이다. 초급후기의 ‘탁구파티’와 ‘못되게 굴기’ 그리고 중급

의 ‘지진’, ‘거기 누구예요?’와 중급후기의 ‘밤의 소리들’과 같은 혼합기법에

속하는 곡들은 여러 기법의 내용에 중복되어 나타나게 되므로 각각의 카테

고리에 모두 포함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각 급수별 기법의 특징을 내용요

약과 함께 표목록을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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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음향

1) 클러스터

초급의 ‘캥거루 행진’에서는 주로 낮음 음역에서 음높이의 범위가 표시된

검은 건반과 흰건반을 함께 누르는 기초적인 클러스터의 형태를 보이며

‘골키퍼 올리’에서는 손가락이 아닌 앞팔 클러스터로 건반의 타건 부위를

확장하여 fff의 큰 음량을 표현하였다.

초급후기의 ‘못되게 굴기’에서는 높은 음역에서의 검은 건반과 흰건반을

함께 누르는 클러스터를 사용하였고, ‘등 짚고 뛰어넘기’는 모든 검은 건반

과 흰건반을 모음화음 형태로 나타내며 화음 앞에는 임시표를 지시하여 모

든 검은 건반(#), 모든 흰건반(♮)으로 표기하여 나타내었다. ‘불쾌한 행동’

에서는 음표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검은색 사각형과 음 기둥모양

의 실제적인 클러스터를 나타내었으며, 앞팔, 손바닥, 손가락을 이용하여

초급에 비해 좀 더 다양해진 신체 부위를 활용한 클러스터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검은 건반과 흰건반을 함께 누르는 경우를 ‘반음계클러스터’로 명시하며

흰건반을 이용한 클러스터에는 임시표(♮)로 표기하여 나타내었다.

중급의 ‘지진’에서는 모음화음에서 앞팔 클러스터로 발전하는 형태로 음

량의 확대(pp-fff)를 극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중급후기의 ‘마지막 말다툼’에

서는 꾸밈음으로 사용된 앞팔 클러스터와 반음계 클러스터, #과 ♭을 클러

스터 앞에 표기한 검은 건반 클러스터, ♮표기의 흰건반 클러스터로 다양

한 클러스터의 표기를 악보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다양한 혼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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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사용한 중급의 곡들에서 좀 더 심화된 양상으로 나타나는 클러스터기

법을 경험할 수 있다.

클러스터기법은 학습의 초기단계에 새로운 음향을 경험하기에 비교적 어

렵지 않게 접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연주방법이 익숙한 학습자에게 피아

노 건반을 손바닥이나 팔을 이용한 연주 방식은 생소하지만 학습자로 하여

금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눌러야 하는

화음보다는 무작위성이 담긴 클러스터는 초급과 중급의 학생들에게 덜 부

담스러우면서 세련된 음악적 효과를 경험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차트만

은 클러스터를 스타카토 음형, 4분 음표, 여러 마디를 포함하는 긴 음가 등

다양한 박자 안에서 사용하였다. 또한 악곡에서 다양한 음역(저·중간·고음

역)과 신체부위를 이용하여 클러스터기법의 기초적인 형태에서 실제적인

모습으로 발전시켜 소개하였다. 불쾌한 감정, 스포츠에서의 흥분된 감정 그

리고 지진에서의 무섭고 격렬한 음향 등으로 다이내믹 효과를 최대한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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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클러스터103)의 표기방법 및 주법

103) 표목록 내용 서술 중 흰건반은 ‘백건’, 검은 건반은 ‘흑건’으로 표기하도록 한

다. 클러스터는 구체적인 표기방법과 연주법을 제시하여 나타내었다.

급수 곡명 표기방법 주법

초

급

Kangaroo

Parade

주어진 음높이(G음-E음)

안에서 흑건과 백건을

함께 눌러서 소리 냄

(클러스터의 전초 연습)

Olie the

Goalie

양쪽 앞팔을 이용한

흑건과 백건 클러스터

초

급

후

기

Being

Obnoxious

한줄 악보를 활용한

흑건과 백건 클러스터

Leapfrog

화음형태의 클러스터

#표시는 모든 흑건의 타건

♮표시는 모든 백건의 타건

(all black, all white cluster)

Terrible

Behavior

음표의 기둥표시를 이용한

반음계 클러스터

오른쪽 앞팔로 연주

(Chromatic cluster)

손바닥과 손가락을 사용한 백건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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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모닉스

하모닉스의 초보적 학습인 초급의 ‘할로윈 장난’은 페달사용 없이 순수한

화음만의 음향으로 배음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건반을 소리 내지 않고 누

른 채 다른 음향과의 섞임을 경험하는 본격적 하모닉스 이전의 예비 학습

으로 볼 수 있다. 이곡에서는 페달 사용을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페달사용

으로 좀 더 다양한 음향의 섞임을 경험 할 수 있다.

하모닉스의 개념과 실현은 피아노 기법 중에서도 고급 수준에 속한다.

차트만은 예시 곡들에서 본격적인 하모닉스 기법을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유사한 배음효과와 페달의 색다른 사용법 등으로 음향 영역의 확장을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한

꾸밈음형태의 반음계 클러스터

중

급

후

기

Final

Argument

반음계 클러스터

흑건 클러스터

백건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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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했다고 볼 수 있다. 하모닉스와 연관되어 차트만의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음간 길이 제시와 지속된 시간에 따른 음향의

배음효과, 조성음악에서의 부가 화음 사용, 그리고 곡 전체페달과 흔드는

페달의 곡들을 포함하여 차트만의 많은 작품들에서 인상주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섞이는 음향을 경험할 수 있다. 즉, 차트만의 작품들에는 다른 새

로운 기법들과 함께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인상주의적 음향 측면이 가미된

곡들이 많다. 그러나 그가 사용한 ‘인상주의적인 음향’은 인상주의 자체의

소개가 목적이 아니라 조성을 회피하거나 단지 음향효과를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이 크다. 여기에서 20세기 초반의 인상주의가 갖는 깊은 파장과 영향

력을 확인하게 된다.

<표 8> 하모닉스 효과의 기보형태 및 주법

급수 곡명 기보 주법

초

급

Halloween

Trick

왼손 화음은 페달 없이

음을 지속시키는 동시에

오른손 스타카토 음들과의

섞이는 음향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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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음향(건반 이외의 소리)

보조음향은 건반이 아닌 피아노 몸체를 이용하거나 신체를 이용해 만들

어내는 소리의 두 가지 음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초급에서 신체를 사용하여 박수치기, 발 구르기, 소리치기, ‘쉿’하는 소리

의 표현과 연주과정에서 청중이 소리치는 음향이 나타난다. 중급후기의 ‘밤

의 소리들’은 휘파람을 불거나 수도꼭지의 물이 새는 소리, 혀를 차는 소리

등 인성파트의 다양한 소리를 통하여 한밤중의 무서운 분위기를 극적인 효

과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곡들은 신체를 이용한 소리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건반외의 음향을 경험하는 곡들이다. 그 밖에 피아노 몸체를 이용한 경우

로 초급에서는 피아노의 나무부분을 두드려 새의 소리를 표현하였고 중급

에서는 피아노 몸체의 다양한 부분(보면대, 안쪽바닥부분, 피아노의 뚜껑과

맨 윗부분, 건반의 밑 부분 등)을 활용하여 소리 낸다.

피아노의 건반 이외 부분들과 신체를 이용한 보조음향은 새롭고 실험적

이어서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현대 기법을 체감하기에 적합하다. 본문의 예

시 곡들 중 초급에 사용된 보조음향의 곡들은 학습자의 연령을 감안한 작

곡가의 배려로 파악된다. 즉, 어린 학생들 일수록 색다른 연주 행위에 흥미

와 관심을 나타내며 초급과정 중 지루한 기간이 있을 때 이러한 곡들을 적

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점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보조 음향

을 사용하는 곡들에는 특별히 음악적 표현의 지시가 상세히 기록되어있어

학습자가 곡의 내용을 파악하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의 능동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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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음향과 연관된 개념으로 타악기적 음향을 빼놓을 수 없다. 피아노

몸체를 두드리거나 신체를 사용해 내는 소리들은 물론 건반 위에서 내는

음들도 타악기적 접근을 자주 사용한다. 타악기적 음향 역시 인상주의 음

향과 마찬가지로 20세기 전반에 출현했지만 피아노에서 표현할 수 있는 중

요한 음향 효과로 20세기 전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쓰인다. 차트만의 작

품에서 타악기적 음향은 다이내믹의 대조를 통한 스타카토나 악센트 표시

의 스타카토와 신체표현, 화음을 이용한 트레몰로 연타 등의 형태로 초급

과 중급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타악기적 부분은 음악요소의 특징으로 주

법과 관련하여서도 논의 될 것이다.

<표 9> 신체 및 인성을 활용한 보조음향의 기보 및 주법

급수 곡명 기보 주법

초

급

Monkey

Business

기호표시

박수치기, 발 구르기,

소리치기,

‘쉿’하는 소리의 제시

Take That!
청중의 ‘소리치기’

(선택사항)

중

급

후

기

Night Sounds

속삭이듯(sss)소리 내는

인성 요소의 문자지시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듯

혀 차는 소리의 문자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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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건반 이외의 부분을 활용한 보조음향의 기보 및 주법

급수 곡명 기보 주법

초

급
Birding

피아노 몸체의

나무부분 두드리기

(딱따구리소리 표현)

중

급
Who’s There?

건반안쪽 바닥부분을

손목관절로 두드리기

편평한 손가락부위로

건반의 밑부분 두드리기

4) 음역의 극단적 대비

특정한 기법으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차트만의 예시 곡들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중 높고 낮은 음역의 잦은 대비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이

른바 ‘친숙한 음역’인 건반의 중앙부에 치중되어 진행되는 초급 교재들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차트만은 음역의 대비를 다른 현대적

기법들과 혼합하여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음향의 경험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음역의 극단적 대비는 포인틸리즘 기법 특징의 하나이기도 하며 저음역과

고음역의 극단적 대비로 음역에 따른 다양한 음향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대표적인 곡들로는 ‘캥거루 행진’, ‘흥분의 도가니’, ‘팝콘’, ‘흉내쟁이’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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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음역의 극단적 대비의 기보 및 특징

급수 곡명 기보 특징

초

급

Kangaroo

Parade

극단적 음역이동을 활용한

캥거루의 움직임표현

초

급

후

기

Freak-Out
포인틸리즘 기법을 활용한

음역의 대비

5) 다이내믹의 빈번한 변화

음역의 극단적 대비와 함께 다이내믹의 빈번한 변화는 포인틸리즘 음악

에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초급의 작품들에서는 단순하지만 극단적인 다이

내믹의 대비가 나타나는데 ‘하찮은 말다툼’, ‘캥거루 행진’에서는 ff-pp가 교

대하여 나타나며 ‘봄빛’은 아주 짧은 곡의 구조에서 p-cresc-ff-f-mf-p-pp

로 다이내믹의 광범위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다이내믹의 빈번한 변화를

보여주는 포인틸리즘 곡으로 ‘흥분의 도가니’, ‘탁구파티’, ‘팝콘’, ‘흉내쟁이’

등이 있다. 다이내믹의 다양한 변화는 초급과정의 여타 교재들에서도 시도

되고 있지만 차트만 작품의 현대적 기법에 녹아들어 보다 효과적인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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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다이내믹의 빈번한 변화의 기보 및 특징

급수 곡명 기보 특징

초

급
Spring Light

다이내믹의

빈번한 변화

(ff-f-mf-p)

초

급

후

기

Copy Cat
다이내믹의

극단적 대비

(pp-ff)

6) 페달의 다양한 사용

페달을 지시하거나 표기한 곡은 전체 곡 중 19곡으로 음향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 초급의 ‘봄빛’, 초급후기의 ‘한낮의 몽상’, ‘고장난 뮤직

박스’ 그리고 중급의 ‘독수리의 비행’, ‘최면 게임’은 곡 전체를 통하여 길게

페달을 밟아 음향의 섞임을 경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곡 전체페달은 각

급수에 골고루 분포되어 사용하고 있다. 음향의 섞임으로 표현하는 흔드는

페달, 그리고 연주자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페달사용 결정을 할 수 있는 곡

들이 포함된다. 이는 예시 곡들의 레벨이 초급, 초급후기에 상당수 포함되

어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곡 전체를 밟는다든가 자율적

인 선택으로 사용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의 조건은 고급이 아닌 레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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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합리적인 방식이다. 또한 주로 음들의 혼합과 음색의 변화 그리고 음

향의 확산등과 연결 지은 페달링은 전통적 페달 학습인 연결 기능이나 리

드믹 페달 등의 기능에 비해 난이도면에서 훨씬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흔드는 페달의 경우 중급의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조짐으로 땅이

요동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예라 하겠다.

차트만은 실험적 기법들에 페달 사용을 현명하게 결합시켜 학습의 상승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표 13> 다양한 페달 사용의 기보 및 주법

급수 곡명 기보 주법

초

급
Spring Light

곡 전체를

밟는 페달

초

급

후

기

Terrible

Behavior

연주자가

페달사용을

결정하도록

문자로 제시

중

급
Earthquake

음향의 섞임을

표현하는

흔드는 페달

(flutter pe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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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의 인상주의적, 타악기적 음향은 차트만이 새로운 경향과 기법

들을 나타내기 위한 구성요소나 보조장치로서 사용하였다.

<표 14> 인상주의적, 타악기적 음향의 곡명 및 기법의 특징

작곡기법 급수 곡명 기법의 특징

인상주의
음향

초급
후기

Day dream
지속된 시간에 따른 음향의 배음 및

블렌딩 효과, 곡 전체 페달

중급 Prairie Sky 조성음악에서의 부가화음 사용

타악기적
음향

(건반이용)

초급

Monkey
Business

악센트 표시의 스타카토와 신체표현

Silly Argument 스타카토를 이용한 타악기적 음향

중급
Red-tailed
Pursuit

다양한 화음트레몰로

2. 특이기보

1) 비례 기보법

초급 ‘야생화’는 각 음형단위의 전체시간이 제시되며 템포를 자유롭게 조절

하는 반면 초급후기의 ‘자장가’는 8분 음표를 기준으로 한 지시된 박자 안

에서의 템포 조절로 구체화된 음가의 비례성을 학습하게 된다. 두 곡 모두

음 기둥의 그룹에 의한 비례기보(음표의 꼬리부분을 연결한 수평적 거리로

음사이의 시간을 표기함)로 주어진 범위의 음길이 안에서 유연한 템포 감각

을 기르는 곡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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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후기의 ‘밤의 소리들’은 검은 머리의 기둥이 없는 단순한 음표 사이

의 거리로 음길이 시간을 나타내었으며 차트만은 ‘자유롭고 매우 편안한

템포의 비례기보’(free, very relaxed proportional notation)로 연주내용을

제시하였다. 혼합기법의 곡에서 나타난 비례기보의 예라 할 수 있겠다.

<표 15> 비례 기보법의 기보 및 특징

급수 곡명 기보 특징

초

급

Wild

Flowers

음간 수평적

길이로 음간

소요되는

시각적

개념의 표현

초

급

후

기

Berceuse

중

급

후

기

Night

S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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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간 길이 제시

음간 길이의 제시는 초급후기곡인 ‘탁구파티’에서 두 마디로 짧게 소개하며

‘흉내쟁이’에서는 짝을 이룬 8분 음표 그룹 사이에 다양한 초단위로 자주

나타나게 된다. 혼합기법을 사용한 중급의 ‘지진’에서는 화음들 간의 길이

표시와 포인틸리즘을 사용한 음들의 그룹을 3개의 초단위로 나누어 제시한다.

<표 16> 음간 길이 제시의 기보 및 특징

급수 곡명 기보 특징

초

급

후

기

Ping Pong

Party

음간길이를

초단위로 제시Copy Cat

중

급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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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박, 무마디

무박과 무마디만으로 구성된 곡은 초급에 3곡, 초급후기에 6곡, 중급에 3

곡으로 다양한 템포의 변화가 나타나는 초급후기에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무박은 초급의 ‘봄빛’, ‘야생화’에서 기본적으로 비례기보나 음간 길이

제시에 의한 템포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하여 주로 사용된다. 이외에 즉흥

연주 형식인 초급의 ‘캥거루 행진’과 초급후기의 ‘못되게 굴기’에서와 같이

한줄 기보에 의한 음들의 특이한 배열로 구성된 곡에서도 나타난다. 우연

성 음악의 경우 각 단편들의 자유로운 리듬패턴을 위한 곡인 초급의 ‘고장

난 뮤직박스’가 있으며 포인틸리즘 기법을 사용한 초급후기의 ‘팝콘’에서는

아티큘레이션과 다이내믹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무박을 사

용하였다.

<표 17> 무박, 무마디의 기보 및 특징

급

수
곡명 기보 특징

초

급

Spring Light
박자비표기

무마디

Wild Flowers
무박 기호표시

무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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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템포 조절을 위한 아첼레란도의 새로운 기보

초급의 ‘봄빛’에서는 음표의 꼬리부분을 두 줄 또는 세 줄로 만들거나 간

격을 넓혀서 점점 빨라지는 템포의 효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초

급후기곡인 ‘탁구파티’는 무박마디에서 나타나는 아첼레란도의 새 기보로

음길이의 지시와 함께 점점 빨라지다가 멈추는 템포를 표현하였다. 혼합기

법으로 구성된 중급후기의 ‘밤의 소리들’은 지시된 일정한 시간 안에서 템

포조절을 나타낸 곡이다. 각 난이도별 작품 속의 다양한 구성안에서 아첼

레란도를 이용한 템포조절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초

급

후

기

Ping Pong

Party 무박을 포함한

변박

중

급

후

기

Night

Sounds

무마디

메트로놈 음길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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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템포조절을 위한 아첼레란도의 새로운 기보 및 특징

급수 곡명 기보 특징

초

급

Spring

Light
점점 빨라지는 템포 표현

초

급

후

기

Ping Pong

Party

무박의 마디에서 pp로

점점 빨라지는

템포 표현

중

급

후

기

Night

Sounds

제시된 일정한 시간

안에서의 템포조절

5) 한줄 악보

오선이 아닌 가온 C의 기준 줄을 중심으로 한 한 줄 기보방식의 초급후

기 두 곡을 살펴볼 수 있었다. ‘못되게 굴기’는 기존의 음 배열 방식과 전

혀 다른 한 줄 위에 음 무리들이 마치 포도송이처럼 음 무리들이 분포되어

있는 형태를 이루는 음의 배열을 나타내었고 ‘팝콘’에서는 한 줄 악보에 기

보된 스타카토의 8분 음표들의 진행으로 강렬한 포인틸리즘을 경험하게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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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한줄 악보의 기보 및 특징

급수 곡명 기보 특징

초

급

후

기

Being

Obnoxious

한줄 위에 음 무리들이

특이한 배열로 분포되어

있는 형태

Popping

Corn

음표 머리 부분의

크기조절로 인한

다이내믹의 조절

6) 시각적 장치

특이기보는 현대기법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시각적 장치로서 새로운 음

향적 시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 학습자에게는 청각적인 음악적

개념을 시각적 효과로 먼저 파악하게 하여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

록 도와준다. 무엇보다 학습자들에게 전통적인 오선보 기보에서 벗어나 다

양한 기보에 대한 창조적인 사고를 유도할 수 있다. 박스악보의 경우는 독

보에 있어서 집중도를 높이며 그 밖의 그림악보나 그래픽 악보, 원형모양

의 기보들은 흥미를 갖게 하며 곡에서 표현해야 할 음악적 요소를 파악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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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특이한 기보의 방식들은 실제로 현대 피아노 음악에 등장하

는 형태들이므로 전통적인 오선 악보의 인식 및 해석과 더불어 보다 포괄

적인 악보 해석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훈련이다.

<표 20> 시각적 장치의 기보 및 특징

급수 곡명 기보 특징

초

급

Broken

Music Box
박스형태 기보

Olie the

Goalie
그림형태 기보

초

급

후

기

Orion’s

Orbit
원형모양 기보

중

급

후

기

Night

Sounds

그래픽 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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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연성 음악

차트만의 곡에서 살펴본 우연성음악은 여러 개로 분리된 단편들의 연주

순서를 학습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연주함으로써 연주의 결과가 매번 다르

게 나타나므로 ‘즉흥연주’ 혹은 ‘즉흥성’과 연관 지을 수 있다. 또한 즉흥연

주의 경우 제시된 음악요소들의 범위 안에서 일정부분 연주자의 임의적 선

택에 따라 연주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우연성음악의 범주에

관련성이 있으므로 본 항목을 외형적 우연성 음악과 즉흥연주 형식의 내용

적 우연성 음악으로 분류하였다.

1) 외형적 우연성 음악 <열린 형식>

우연성 기법은 초급 1곡, 초급후기 2곡, 중급 1곡으로 모두 4개의 곡으로

적절한 배치를 이루었다. 4곡 모두 연주자가 주어진 단위악보들을 무작위

로 연주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우연성 음악의 학습이다. 첫 곡인 초급

의 ‘풍선들’은 마지막으로 연주될 풍선(종지음)은 지정되며 오음음계의 사

용과 인상주의적 음향으로 우연성 기법을 경험할 수 있다. 초급후기에 속

하는 ‘고장난 뮤직박스’는 모든 음악상자의 연주순서를 학습자가 임의로 결

정하며 ‘속삭여 줘, 별아’는 변박과 복조성의 구성으로 한 단위악보의 세트

를 결정하면 별표모양의 선을 따라 나머지 단위 악보의 연주순서가 결정된

다. ‘속삭여 줘, 별아’와 같이 초급후기에서는 좀 더 복합적이며 곡의 다양

한 구성요소를 결합한 우연성 음악을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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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의 ‘최면 게임’은 마지막 종지음만 지정되며 8개의 동일한 음들로 구

성한 악보의 단위수를 11개로 하여 곡의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각 단편들의

다양한 음 배열에 대한 창의적 학습이 가능한 곡이다. 초급 곡에 비해서

난이도가 심화된 우연성 학습의 곡으로 볼 수 있다. 살펴본 4곡 모두 곡

전체 페달을 사용하여 새로운 음향의 섞임을 경험할 수 있다.

우연성 음악은 각 단편의 연주 순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연주하므로 곡

의 구조를 즉흥적으로 다루는 능력과 곡 전체 페달로 인한 다양한 음향을

경험할 수 있다. 차트만은 음향적으로 잘 어울리는 오음음계를 비롯하여

복조성, 무조와 변박 등의 타 음악적 요소와 결합된 난이도별 구성의 악곡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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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외형적 우연성 음악 <열린 형식>의 기보 및 주법

급수 곡명 기보 주법

초

급
Balloons

마지막 연주할

풍선(종지음)은 지정되며

각 풍선의 연주순서를

학습자가 임의로 결정함

초

급

후

기

Broken

Music

Box

검은 건반과 흰건반을

함께 타건(클러스터)

각 음악박스의 연주순서를

학습자가 임의로 결정함

Whisper,

Stars

한 악보의 세트를

결정하면 별표모양의 선을

따라 나머지 세트의

연주순서가 결정됨

중

급

Game of

Hypnosis

마지막 종지음은 지정되며

나머지 세트의 연주순서는

학습자가 임의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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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적 우연성 음악 <즉흥연주>

차트만의 곡에 나타난 즉흥연주 형식은 20세기적 개념으로써 우연성기법

의 요소와 함께 연주자의 자율적 해석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즉흥 개념의 곡을 살펴보면 일정 리듬패턴과 음높이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음악적 요소들은 연주자가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곡으로 ‘캥거루

행진’을 들 수 있다. 연주자가 캥거루의 다양한 움직임을 창의적으로 표현

하는 즉흥형식의 곡이다. ‘흥분의 도가니’는 주어진 멜로디의 윤곽과 음고

의 범위 안에서 임의로 음높이를 선택하고 박자, 리듬, 다이내믹, 그리고

어택은 정확하게 지시하여 몹시 흥분된 분위기를 극적으로 표현한 즉흥연

주 형식의 곡이다. ‘못되게 굴기’는 제목에서 감지되듯이 가변성을 지닌 감

정표현으로 즉흥적 성격을 나타낸다. 이 곡은 큰 진행방향과 연주방식은

제시되나 음높이, 템포, 리듬을 학습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연주

결과는 연주자의 임의의 결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한 줄 악보와 포인

틸리즘을 활용한 ‘팝콘’의 경우도 음높이들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아 즉흥적

요소를 지닌 곡이다.



- 175 -

<표 22> 내용적 우연성 음악 <즉흥연주>의 기보와 주법 및 특징

급수 곡명 기보 주법 및 특징

초

급

Kangaroo

Parade

흑건과 백건을 함께 누름

(클러스터)

일정 리듬패턴과

음높이 방향의 제시

초

급

후

기

Freak-Out

주어진 멜로디 윤곽과

음고의 범위 안에서

임의로 음높이를 선택

박자, 리듬, 다이내믹,

어택은 정확하게 지시

Being

Obnoxious

큰 진행방향,

연주방식 제시

음높이, 템포, 리듬은

학습자가 선택

Popping

Corn

한 줄 악보와

포인틸리즘의 활용

미 지정된 음높이의

즉흥적 요소

차트만이 우연성 개념에 내용적으로는 즉흥성까지 포함한 시도는 몇 가

지 의의를 가진다. 우선 20세기에 출현한 기법들 중 가장 전위적인 요소가

강한 우연성 원리를 초, 중급 학습에서 다루어 본다는 것은 신선한 자극으

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기보된 악보에 얽매여 자율적인 사고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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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작동하기 쉽지 않은 기존의 학습 형태로부터 벗어나 연주자의 의도를

삽입할 수 있는 음악의 세계를 체험하는 것은 보다 넓고 유연한 음악적 사

고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음악적 흐름에 중요

하게 부상할 즉흥 연주의 방식을 일찍이 훈련해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차트

만의 시도는 유익하다.

4. 포인틸리즘

포인틸리즘의 기본적 양상을 경험하는 곡으로 초급의 ‘하찮은 말다툼’과

음높이가 지정되지 않은 보다 실제적인 포인틸리즘에 근접한 ‘흥분의 도가

니’를 들 수 있다. 초급후기의 곡들 중 ‘탁구파티’는 스타카토 음표로 이루

어진 포인틸리즘의 기본연습이며 ‘팝콘’은 한줄 악보에서의 시각적인 음높

이 지시와 음표의 머리 크기를 크게 나타내어 악센트 표시로 표현하였다.

초급후기의 ‘흉내쟁이’는 단음과 화음으로 나타낸 포인틸리즘이다. 혼합

기법이 사용된 중급의 ‘지진’에서는 오선보를 사용하여 비교적 음높이를 가

늠할 수 있는 시각적인 표기를 하였고 각 부분의 연주시간을 초단위로 제

시하였다. 또한 중급후기의 ‘밤의 시간들’에서는 점으로만 표시한 순수 시

각적 포인틸리즘의 기법을 보여준 곡으로 볼 수 있다.

초급후기와 중급 및 중급후기의 곡들에서 사용된 포인틸리즘 기법은 주

로 스타카토 아티큘레이션의 곡들과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음역대의 음들

을 자유롭게 터치하고 즉흥연주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음들을 다

룰 때 큰 음량으로 좋은 소리를 만드는 학습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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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들이 섞여 나타나는 다양한 음향을 경험할 수 있다.

건반 위를 높낮이 관계없이 무작위로 움직이는 포인틸리즘 기법의 장점

은 기존의 ‘친숙한 음역’을 벗어난 높고 낮은 음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

다는 것, 각 음의 다이내믹 처리를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 한

음 한음의 음질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청각적 변별력을 기르기

에 유익한 것 등이다. 또한 잦은 쉼표의 삽입에 의한 리듬감의 균형도 부

수적인 학습효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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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포인틸리즘의 기보 및 특징

급수 곡명 기보 특징

초

급

Silly

Argument

포인틸리즘의 기본적 양상

극단적 다이내믹의 처리(pp-ff)

초

급

후

기

Freak-Out
단음 스타카토와 클러스터를

이용한 포인틸리즘

Ping Pong

Party

단일한 스타카토 음표의 구성

흑건, 백건, 짧은 꾸밈음형태의

포인틸리즘

Popping

Corn

한줄 악보위에

점을 찍듯이 표현하는

본격적인 포인틸리즘에

근접한 형태

Copy Cat
단음과 화음의 반복음형

포인틸리즘의 전초적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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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니멀리즘

초급후기의 두 곡 중 ‘자장가’는 4회에 걸쳐 반복되는 음형단위의 구성으

로 미니멀 기법의 전초 단계를 보여주었다. ‘몽환’은 단순한 형태의 음형으

로 이루어졌으며 연주해야할 각 마디의 반복 횟수를 지시하여 미니멀리즘

의 기본적(원천적) 형태를 경험할 수 있다. 중급의 ‘게걸음’ 역시 레가토와

스타카토 음형들의 지속적인 반복 형태로 미니멀 기법을 사용하였다. 조성

음악인 ‘대초원의 하늘’은 곡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일정음형의 반복적 진행

으로 나타나며 혼합기법의 중급곡인 ‘지진’의 섹션 2는 반복되는 음형을 악

보로 모두 표기한 형태의 미니멀 기법으로 음향적 효과 또한 가져온다.

어린 학습자들에게 미니멀 음악은 단순한 음악요소의 반복으로 비교적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기법의 곡이라 할 수 있다. 많은 현대 음악

작곡가들이 애호하는 기법 중 하나이지만 초, 중급 학생들에게도 크게 부

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특성을 가졌다. 초급후기의 곡들에서 살펴본 기본

적 형태의 미니멀 기법은 중급에서 복조성 경향의 곡, 조성음악, 반복되는

움직임의 표현 등 여러 음악적 요소들과 혼합되어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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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미니멀리즘의 기보 및 특징

급수 곡명 기보 특징

초

급

후

기

Berceuse

소수의 반복되는

음형단위구조

미니멀기법의

전초작업

Trance
미니멀리즘의

원천적 형태

중

급

Earthquake

빠른 템포

다수의 음표구성

복조성경향의

미니멀리즘

같은 음형의 반복

Prairie Sky
일정음형의

반복적 진행

Crabs

레가토, 스타카토

음형의

지속적 반복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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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음 기법

초급의 ‘봤냐!’는 12개음들의 손가락 포지션을 제시하고 각각 6개의 음들

을 오른손과 왼손에 나누어 배열함으로써 초급 학습자에게 12음 사용을 어

렵지 않도록 하였다. 초급후기의 ‘숫고양이 토마토’는 손의 포지션은 제시

하지 않았으나 12개의 음들을 좀 더 세분화하여(4/4/2/2) 음 배열에 있어

스타카토 두음 및 스타카토 두음 슬러로 정돈하였다. 또한 역행구조를 나

타내어 초급과는 상향된 구조를 보여준다. 두 곡 모두 12음 기법에 있어서

학습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2음 기법은 20세기 초반에 등장했지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법이다. 개념의 난해성 때문에 초, 중급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지만 차트만은 단순화와 세분화를 통하여 교육용 작품에

이를 접목시켰다.

<표 25> 12음 기법의 기보 및 특징

급수 곡명 기보 특징

초

급

Take

That!

12개음을 양손 각각

6개씩 음배열

손가락 포지션 제시

초

급

후

기

Tomato

the

Tomcat

12개의 음들을

4/4/2/2로 분류

스타카토 두음 및

스타카토 두음 슬러의

교대배치와 역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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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현대기법을 활용한 20세기 피아노 문헌을 배우고자 할 때 선곡과 학습

방법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 모두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 초기단계에서 다양한 20세기 스타일과 작곡기법을 골고루 경험할 수

있는 교재의 필요성에 착안하여 교육용 피아노 작품에 창의적으로 현대적

기법을 다채롭게 적용한 곡들을 다수 작곡하였으며 현재도 꾸준히 창작하

고 있는 캐나다 작곡가 차트만의 교육용 현대작품집을 연구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차트만의 7개의 교육용 작품집 중 20세기 중반 이후 기법이

두드러지는 36곡을 선정하여 각 곡들의 분석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현

대기법과 음악요소들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교수학적 의견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차트만의 작품특징을 음악적 개념별로 서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듬에 관한 실험과 학습훈련이 음악의 기본요소들 중 가장 두드

러지게 다룬 점이 파악되었다. 규칙적인 단순한 리듬학습을 토대로 무박과

무마디의 자유로운 리듬 그리고 변박 및 불규칙 박자, 아첼레란도, 음간길

이의 시각적 표기에 의한 비례기보, 음길이 제시 등은 템포 루바토를 포함

한 유동적인 템포 변화를 학습할 수 있다.

둘째, 조성과 음계에서는 장조와 단조의 기존 조성체계를 회피하여 무조

와 음계의 개념이 없는 곡 그리고 일부 조성이 있는 곡들과 복조성을 사용

한 곡들을 초급에서 다루게 되며 이는 12음 기법에 이르는 현대음악 어법

의 핵심으로 이어진다. 또한 음향적으로 잘 어울리는 5음 음계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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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장2도와 단2도로 구성된 8음 음계인 옥타토닉 음계, 미스테리한 분

위기를 표현하기 위한 6음 음계인 헥사코드 음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였

다. 특히 5음 음계는 차트만이 복잡한 박자구조나 새로운 기법을 제시할

때 많이 사용하였다.

셋째, 다양한 음향의 시도로 저음역과 고음역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나타

낸 음향과 배음효과를 경험하는 하모닉스, 혼합된 음향, 클러스터, 타악기

적 주법과 신체나 피아노의 몸체를 사용하는 건반 밖의 소리를 표현한 보

조음향을 들 수 있다. 이밖에 페달사용의 자유로운 선택과 곡 전체 페달,

흔드는 페달로 다양한 음향을 표현하였다.

넷째, 주법에 관련하여서는 스타카토를 사용한 타악기적 주법과 클러스

터가 주로 많이 사용되며 트레몰로, 글리산도와 같은 전통적 주법을 자유

롭게 조합, 배열하여 새로운 음향효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다섯째, 시각적 장치로서 비례기보, 음간 길이 제시와 그림악보, 그래픽

기보, 원 도형 악보, 한줄 악보 등의 특이기보를 사용하여 학습의 흥미를

더해준다. 무박과 무마디 역시 리듬과 박자에 있어 현대적 어법의 이해를

위한 기보형태이다.

여섯째, 우연성과 즉흥성은 연주자의 자율적 해석의 영역을 확장시키며

스스로 음악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초급의

곡들에 등장하는 다이내믹의 변화에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다.

다음은 교수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요약해 보았다.

첫째, 차트만의 교육용 36곡들은 20세기 후반의 현대기법을 소개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 기법 요소들과의 적절한 배합으로 지나치게 어렵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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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낯설지 않도록 배려하여 학습의 흥미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 또

한 새로운 기법을 일회적으로 체험하는 차원을 넘어 단계별 체계를 고려하

여 난이도를 높이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논의된 대부분의 곡들이 통작 형식과 20마디 내외의 짧은 곡들로

어린 학습자들이 학습하기에 적합했고 거의 모든 곡은 동물, 자연, 아이들

의 놀이, 스포츠 생활, 모험, 환상적 세계와 같은 다양한 소재의 묘사적 제

목으로 음악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그림악보를 적극 활용하여 어린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도하였는데

이러한 측면이 발전하여 여러 개의 단편 악보들로 구성된 우연성음악의 실

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효과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넷째, 새로운 기보법의 활용은 기존의 전통적인 오선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악보 읽기의 신선함을 부여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호기심 유발로 인

해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학습효과를 부수적으로 창출한다.

다섯째, ‘피아노’라는 악기의 새로운 기능과 실험적 요소를 경험할 수 있

었던 시도가 두드러지는데 초급에서 경험하기 쉽지 않은 고음역과 저음역

을 포인틸리즘이나 클러스터 등의 기법을 통하여 소개하였으며 건반 이외

의 피아노 몸체를 두드리거나 신체를 통한 소리와 결합하는 보조음향의 형

태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음은 각 단계별로 살펴본 기법 전개의 방식을 정리하였다.

첫째, 초급에서부터 무박과 무조 및 음계의 개념이 없는 곡, 합성음계를 비

롯하여 다양한 음계를 사용하였다. 또한 초급에서 경험하기 쉽지 않은 우연성

음악과 즉흥연주를 경험하도록 하였고 각 기법들을 소개할 때 리듬을 비롯한

여타요소의 복잡성을 최소화하여 새로운 기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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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초급후기에서는 템포 조절을 포함한 다양한 리듬학습이 두드러지

게 나타나며 단순한 음악적 요소들은 여러 기법들과 섞여 점차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현대적 기법들은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음악적 구성요소와

결합하여 통합적인 상태를 보여주었다.

셋째, 중급과 중급후기는 대부분의 곡들이 다양한 기법의 혼합적 양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초급과 초급후기에 비하여 전체 작품의 규모도 커지

며 난이도 면에서도 한층 심화된 실험적 확장기법들을 경험할 수 있다.

현대기법을 사용한 곡들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고전과 낭만시대 등 기존

의 전통적인 레퍼토리의 학습과 마찬가지로 음정, 짜임새, 리듬패턴, 프레

이즈 등의 기본 음악요소를 인식하는 것과 질 좋은 소리(tone)와 같은 피

아노의 기본적인 테크닉을 간과하면 안 된다. 또한 이미 배운 곡에서의 음

악적 개념들을 다른 곡에서 응용하는 ‘학습의 전이’(transfer of learning)

도 여전히 동일하다. 차트만의 작품을 다루기 전에 인상주의적, 기타 20세

기 전반부에 나타난 경향들의 작품으로 음악기본개념을 선행학습한 후 논

의된 기법들을 공부하는 것은 학습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

차트만의 36곡의 교육용 작품들을 기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분석 연

구한 결과 현대기법의 학습에 있어서 초급부터 중급후기에 이르기까지 단

계별 체계적인 학습으로 교수학적 관점을 고려한 유용한 작품들임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의 20세기 교육용 현대레퍼토리의 확장에 기

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고급과정의 현대문헌을 접하기에 앞서 경험할 수 있

는 교육용 레퍼토리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집을 제시하고 교수학적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교육용 현대 레

퍼토리의 발굴과 해석하는 후속작업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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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no literature should encompass various eras, and yet, finding the

right material for teaching 20th century works has been thought to be

too complicated. But works that appeared after mid-20th century, with

their experimental techniques and new sounds, have helped expand the

piano's ability to express and discover potential in the instrument itself.

These bold pieces speak to the student's curiosity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creative lessons and learning, and therefore can serve

as great pedagogical repertoires. Canadian composer Chatman's piano

works are notable in that they make use of diverse experimental

techniques of the 20th century, and offer a systematic teaching of 20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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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ury styles and composing methods for both beginners and

intermediate level students. This dissertation delves into 36 of

Chatman's pieces, taken from his seven compilations, which show late

20th century techniques the most effectively out of all. The main body

contains a discussion of latter half 20th century piano techniques,

Chatman's musical background and orientations for his works, and a

sweeping look at educational piano works.

In the analysis of each piec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iece were

determined and a pedagogical opinion was given in accordance with it.

The last chapter contains the summary of the analyses and a

proposal regarding them, as well as a categorization of the techniques

based on the level of difficulty.

The overall analysis shows that most of the pieces, which are

relatively short with just around 20 bars and have titles relating to

animals, nature, sports, adventure, and fantasy worlds, are appropriate

for young learners and are sure to boost their musical imagination.

In regards to musical elements, experiment with rhythm was found to

be the most strongly emphasized. From the beginning, pieces without

the concept of scales and those that utilized pentatonic, hexatonic,

octatonic, and 12-tone scales were used, and acoustics ranging from

low to high keys and harmonic overtones facilitated an experience with

a whole new set of acoustic effects.

Use of visual elements (pictures, graphs, etc.) added fun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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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process. Pieces that contained indeterminacy and improvisation

made room for the pianists' own interpretation, easing them into

engaging in the learning process with a pro-active attitude.

It is clear that the composer sought to experiment with the piano as

an instrument through these particular works. They introduce low-key

and high-key ranges, which one does not come by easily at an

elementary level, using methods such as pointillism and cluster, and

additional sounds made outside of the keyboard, such as those made by

tapping the body of the piano or the pianist's body itself, were found

to be used as well.

These works are more than a one-time experience for the learner;

they provide systematic education by taking a pedagogical perspective,

presenting material that ranges from elementary to late intermediate

levels. New acoustics and notations are the most prominent late 20th

century techniques found in these 36 pieces by Chatman. Also, the

musical elements that are the building blocks of the pieces are

presented at various levels, so the learner is allowed to navigate the

contents at his or her own pace. The pieces are by no means

excessively difficult or unfamiliar, and as such, are useful as repertoires

that promote interest and effective learning.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followed by more concentrated

efforts at finding and interpreting educational contemporary reperto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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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차트만의 교육용 피아노 작품 목록

난이도 작품집명 연주형태 수록곡

elementary

level

Amusements,

Book 1

piano solo

-Polite Conversation

-Monkey Business

-Foolin’ Around

-Lazy Day

-March of the Penguins

-Lonesome Cowboy

-Hippopotamus Two-step

-Space Shoes

-Silly Argument

-Halloween Trick

-Kangaroo Parade

-Nose Dive

-Soaring High

-Relaxation in Blue

Preludes for Piano

Book 1

piano solo

-Balloons

-Twin Sisters

-Slam!

-Strolling

-The Doe and the Fawn

-Birch Bark Boogie

-Sour Grapes

Away! piano solo

-Scaly Things

-Touching the Clouds

-Fiddle Dance

-Foggy Beach

-Clear Lake

-Slither

-Making Memories

-Spring Light

-Birding

-Meditation

-Fill in the Blanks

-Wild Flowers

-Maple Tree B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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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piano solo

-Quiet Game

-Slingshot

-Out of Breath

-Take That!

-Charge!

-Olie the Goalie

-Upside Down

-Home Run

-Get Loose

-Off the Track

-Catch Me!

late

elementary

level

Amusements,

Book 2

piano solo

-Daydream

-Giggles

-Broken Music Box

-Bozo’s Flippity-Flop

-Watching a Spider

-Freak-Out

-Being Obnoxious

-Ping Pong Party

-Lost Kite

-Leapfrog

-Popping Corn

-Hobo Dance

-Copy Cat

-Penn Central Boogie

Escapades

(Book 1, Book 2)

piano solo

Book 1:

-A Forgotten Promise

-Tic-tac-toe

-Pumpkin Head Rolls Out

-Away in a Basket

-Tomato the Tomcat

-Up a Tree

-Berceuse

-Frogs in Bed

-Jessica’s Waltz

-À la volette/All a-flutter

-Beaver Boogie

Book 2:

-Rollerco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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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sper, Star

-Reckless Rag

-Terrible Behavior

-Orion’s Orbit

-Funky Beat

-Elephant’s Thunder

-Trance

-Oozing Green Gobs

-Royal Space

-Tara’s Tango

Preludes for Piano

Book 2

piano solo

-Trooper

-March of the Geeks

-Three-legged Race

-Half-step Boogie

-Walking the Dog

-Slow Groove

-Keepsakes

intermediate

level

Amusements,

Book 3

piano solo

-Eagle’s Flight

-Game of Hypnosis

-Sneaky

-Earthquake

-Who’s There?

-Catnip Fit

-Happy Cowgirl

Blues & Bells piano duet

-Sweet Baby Blues

-Bells of St. Cecilia

-She’s Like the Swallow

-Shaughnessy Rag

-The Porcelain Princess

-Busy Corner

-Notes for Teachers

Preludes for Piano

Book 3

piano solo

-Hotshot

-Poltergeist

-Ginger Snaps

-Rose-cheek’d Tara

-Chromatic Etude

-Frenzy

-Prairie Sky

-Spring Cele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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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ish Columbia

Suite

piano solo

-Echoes of November

-Mount Robson

-Maple Bay at Twilight

-Crabs

-Fingerlings

-Red-tailed Pursuit

-Bowser Boogie

-Douglas Firs

late

intermediate

level

Fantasies piano solo

-Melancholy Song

-Sunrise at Jericho Beach

-Lullaby

-Kitten

-Night Sounds

-Katherine

-Dance of the Barbarians

-Blue Angel

-Caprice

-Final Argument

-Celebration

intermediate

to advanced

level

Preludes for Piano,

Book 4

piano solo
-Nocturne

-Mountain Spirit

-Tara

-Shimmering Wings

advanced

level
Etudes, Book 1 piano solo

-Maze

-Bash

-Left hand

-Inversion

-Evol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