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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양의 피아노문헌을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여러 시대와 장르의 작품을 고루 이해하

기란 쉽지 않으며 특히 20세기를 포함한 현대 작품들의 선곡과 학습 방법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 모두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현대 작곡기법을 골고루 경험 할 수 있는 교재의 부족

함에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캐나다의 작곡가 스티븐 챠트만은 현대음악에 있어서

다양한 작품발표로 큰 명성을 얻었으며 교육용 피아노 작품에 현대적 기법을 다채롭게 적용

한 곡들을 다수 작곡하였다. 본 연구는 그의 작품집들 중 현대기법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

을 위해 난이도에 따라 구성된「놀이」1권～3권(1976-1978)에 나타나는 현대 작곡기법을 분

석하고 작품집의 특징을 파악하여 현대음악의 교육용 레퍼토리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

의 과정에서「놀이」는 초 중급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현대 작곡기법을 체계적인

순서와 흥미로운 표제음악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어 학습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고찰되었

다. 결론적으로 챠트만의 「놀이」는 피아노 학습에 있어서 상상력 유발 및 창의적 사고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현대음악 작품집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스티븐 챠트만,「놀이」, 현대 작곡기법, 교육용 피아노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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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글 

피아노 학습과정에서 교사가 제시하는 다양한 레퍼토리는 학생들에게 학습의 동기 부

여와 폭넓은 음악적 성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방대한 양의 피아노문헌을 배우는 학습

자들이 여러 시대와 장르의 작품을 고르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20세기를 포함한 현

대 작품들의 선곡과 학습 방법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 모두는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의 경우

바로크, 고전 및 낭만시대의 작품들은 입시나 콩쿠르 등의 학습현장에서 많이 다루는 반면

현대문헌은 어드벤처, 알프레드 등의 교재나 시대별 작품으로 분류된 교재를 통하여 경험하

게 된다. 이들 작품들도 20세기 전반의 경향인 인상주의, 민족주의, 원시주의 등의 경향이

주를 이루고 20세기 후반의 흐름들은 거의 담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이나 창의적으로 현대 작곡기법을 적용한

교습용 피아노 작품을 꾸준히 창작해온 스티븐 챠트만(Stephen George Chatman, 1950- )의

학습용 작품들 중 3권으로 이루어진「놀이」시리즈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곡집은 초급～중

급의 학습용과 연주용 레퍼토리 모두를 다수 포함하고 우연성 기법이나 새로운 음향의 탐색

과 같은 20세기 후반의 현대음악 기법을 단계별로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표

제적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고 즉흥연주와 우연성음악 및 새로운 기보법 등으로 학습에 있어

서 흥미 유발과 창의적 사고의 증진에도 효율적인 학습곡이라 할 수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

챠트만의 생애와 작품양식, 그리고 그의 피아노 작품들을 개관해 본 후 조성과 음계, 박자와

리듬, 셈여림, 형식, 및 실험적 연주 기법으로 분석하여 급수별 난이도와 연주법 등 곡 전체

의 특징을 고찰해 봄으로써 교육용 현대 작품집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챠트만의 생애와 작품양식

챠트만은 미국 미네소타 주 출신의 캐나다 작곡가로서 오버린 음악원(The Oberlin

Conservatory)을 거쳐(1968～1972) 미시간 대학교(The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1977년

에 작곡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1) 그는 이미 학생시절부터 다양한 작품발표와 수상으로

명성을 얻었고 졸업 전에 이미 캐나다에 교수로 임용되기도 하였다.2) 그리고 그 이후 더욱

다양한 수상 및 경력을 쌓아갔다.3)

챠트만의 음악 양식은 졸업 직후인 1980년대 초를 기점으로 크게 둘로 나뉜다. 이전의

작품들은 복잡하고 기교적이며 무조성을 띄고 있다. 특히 그의 초기 실내악 작품들은 색채

1) 스승으로는 윌리엄 볼컴(William Elden Bolcom, 1938～), 유진 커츠(Eugene Allen Kurtz, 1923～
2006) 등이 있다.

2) 석사과정을 마칠 때에는 독일의 ‘퀄른 음악학교(The Hochschule für Musik und Tanz Köln)’에서
스톡하우젠(Karlheinz Stockhausen, 1928-2007)과 함께 US 풀브라이트 연구 장학금(U.S. Fulbright
Grant)을 받았으며, 박사 과정 재학 중에는 3년 연속(1974-1976) BMI(Broadcast Music
Incorporated) 학생 작곡가 상(BMI Student Composer Award)을 받았고, 이 가운데 1975년에는 미
국 국제예술문학 협회(The U. S. National Institute of Arts and Letters)에서 찰스 아이브스
(Charles ives, 1874-1954) 장학금도 받았다.

3) 2005년, 2006년 및 2010년에 캐나다 서부 음악 상 ‘Classical Composition of the Year’를 수상했고,
Vancouver New Music의 회장을 역임한 후 현재는 The Canadian Music Centre, SOCAN(The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Music Publishers of Canada), 그리고 The American Music
Center 등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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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비 엄격하게 통제된 동기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이후의 작품들은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적인 단순성과 광범위성을 특징으로 한다. 후기의 음악양식은 세부

적으로 콜라쥬(Collage) 기법, 전통적인 조성과 형식들 또는 구조로의 복귀, 미니멀리즘

(Minimalism), 민요, 대중음악의 영향 등 광범위한 음악양식의 수용을 보여준다. 1982년도의

대중적인 합창곡「당신은 내 마음을 황홀하게 해요」(You Have Ravished My Heart, for

SATB, 1982) 등이 이런 전환을 뚜렷이 알려준다.

다음은 챠트만 자신이 1989년도와 2014년도에 피력한 작곡관이다.

모든 음악적 양식을 즐기는 것은 쉬운 일이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순간에

나를 흥분시키는 소리의 아이디어로 곡을 쓰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내가 듣는 모든 음악

에 영향을 받는다. 나는 단편적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작곡가는 스스로에게 진실해야만

한다 (챠트만, 1989. 5)

챠트만은 다양한 양식의 음악들을 즐기며 소리 자체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자신에게 영

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음악적 요소에 열린 생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작곡가가 갖추어야 할 자세라고 언급하고 있다.

나에게 음악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의 경향이나 기술 또는 미학적

인 것에 관련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접근과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챠트만, 개인적 통신, 2014. 8. 4.)

위의 개인적 통신은 연구자가 챠트만에게 현대음악을 작곡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것에 관한 질문의 답글 내용이다. 그는 작곡기법들의 내용보다는 음악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과 느낌의 표현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작곡관이「놀이」와 같은 교육용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Ⅲ. 피아노 작품 개요

챠트만은 총 13권의 학습용 피아노작품집을 작곡하였다. 피아노 독주곡으로는「놀이」1

권～3권과 「휴가」(Away!, 2002-2003),「환상」(Fantasies, 1993), 「피아노를 위한 프렐류

드」(Preludes for Piano Book 1권～3권, 1999-2001) 및 「스포츠」(Sports, 2002-2003)와

「브리티시 콜롬비아 조곡」(British Columbia Suite, 2002-2006)이 있으며 「블루스 & 벨

스」(Blues & Bells, 1996)는 피아노 이중주곡이다. 이 외에 디지털 또는 어쿠스틱 피아노와

미디(MIDI) 관현악을 활용하여 전자음향을 경험할 수 있는「모험」(Escapade Book 1권～

2권, 1995)도 있다.4)

다음의 <표 1>은 챠트만의 개인 홈페이지와 ‘Celebration Series Perspectives'5)의 급수

4) 이 작품들은 프레드릭 해리스(Frederick Harris) 출판사에서 나왔으며 이 출판사(1904년 설립)는
Celebration Series Perspectives 교재들을 출판한 회사이기도 하다.

5) ‘Celebration Series Perspectives'는 캐나다의 왕립음악원 평가시험(Royal Conservatory of Music
Examination)을 위한 교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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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참고한 교육용 피아노 작품들의 총목록으로 출판연도와 난이도, 작품수와 연주형태

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스티븐 챠트만의 교육용 피아노 작품 목록

교재 명 출판연도 난이도 작품 수 연주형태

Amusements, Book 1 1976 초급 14 피아노 독주

Amusements, Book 2 1976 초급 후기 14 피아노 독주

Amusements, Book 3  1978 중급 7 피아노 독주

Away! 2002-2003 초급 13 피아노 독주

Blues & Bell-s 1996 중급 6 피아노 이중주

British Columbia Suite 2002-2006 중급  8 피아노 독주

Escapades, Book 1 1995 초급 후기 12
미디(MIDI) 관현악

 디지털 또는 어쿠스틱 피아노

Escapades, Book 2 1995 중급 초기 12
미디(MIDI) 관현악

 디지털 또는 어쿠스틱 피아노

Fantasies  1993 중급 11 피아노 독주

Preludes for Piano, Book 1 1999-2001 초급 7 피아노 독주

Preludes for Piano, Book 2 1999-2001 초급 후기 7 피아노 독주

Preludes for Piano, Book 3  1999-2001 중급 8 피아노 독주

Sports 2002-2003 초급 11 피아노 독주

독주곡집 중 각 3권으로 구성된 것으로는「놀이」와「피아노를 위한 프렐류드」가 있

다. 「놀이」는 현대기법을 처음 접하는 초보학습자들이 난이도별로 배울 수 있는 표제적

작품이며 1권～3권이 각각 초급, 초급후기, 중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피아노를 위한 프렐

류드」의 곡들은 광범위한 현대적 어법, 양식 및 분위기와 특정 테크닉 등으로 음악적 도전

을 하게 하는 흥미 있는 작품들이다. 1권은 초급, 2권은 초급후기와 중급초기, 3권은 중급과

성인초기의 수준으로 분류된다. 이들 중 1권과 2권의 많은 곡들은 연령이 높은 학생들과 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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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독주곡집으로는 「휴가」,「브리티시 콜롬비아 조곡」,「판타지」및「스포츠」가 있

으며 「어웨이!」는 초급용 13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서 전원적인 장면의 그림들이 악

보에 그려져 있고 표제도 다양하다. 새소리의 모방인 ‘조류관찰’(Birding), 반음과 온음으로

이루어진 8개음의 스케일(Octatonic Scale)을 소개하는 ‘미끄러지기’(Slither), 학습자의 음악

적 직감을 이용하여 악보에서 생략된 음을 채워 넣는 ‘빈 칸 채우기’(Fill in the Blanks) 등

이 그 예이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조곡」은 8곡의 중급 작품으로 구성되어 아름다운 브리

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 지방의 자연을 다양한 표제로 제공한다. 「환상」의 11곡

들 역시 중급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챠트만(1995)은 이 곡들이 매력적인 현대 피아노

음악의 포괄적인 교재로 쓰이길 희망하였다. 또한 초급수준을 위한 다양한 모음집인「스포

츠」는 피아노와 스포츠의 결합을 의도한 것인데, 음악적 상상의 게임시합 및 육상경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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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시키는 피아니즘 등이 그것이다.

전자음향(MIDI)이 포함된 독주곡집은 2권으로 각각 초급후기의 12곡이 있으며 미디

(MIDI) 관현악과 디지털 또는 어쿠스틱 피아노로 연주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곡들은 학생과

교사들이 전자음향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광범위하고 다양한 현대 기법, 음악양식, 기보의 의

미도 학습하도록 한다.

듀오 곡집은 모두 6곡으로 되어 있는데, 교사들을 위한 지침도 수록되어 있다. 상대적으

로 전통적인 음색과 기법으로 되어 있어 편하게 들을 수 있다.

Ⅳ .「놀이」의 분석

「놀이」는 어린이들을 위한 표제적인 피아노 소품이며 단계별 모음집으로 구성된다. 또

한 어린 피아노 학습자들과 교사에게 현대 이디엄, 스타일, 기보법의 의미를 경험하게 꾸며

져 있으며 리사이틀과 연습, 독보 또는 흥미와 오락적 즐거움을 제공한다. 소품들 중 몇몇

작품들은 다양한 기보체계와 상징들을 설명하기 위한 각주를 포함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

모두 각주를 주의 깊게 읽도록 하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교사는 연주로 보여주도록 하여

도와준다. 다음의 <표 2>는 3권으로 구성된「놀이」의 작품들을 조성 및 음계, 박자와 리

듬, 셈여림, 형식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끝으로 실험적 연주기법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 2> 「놀이」(Amusements 1권~3권)의 분석

작품집 곡 명  조성 및 음계
박자 및

(주요) 리듬
셈여림

형식
(마디수)

(Amusements, 
Book 1)

1. Polite 
Conversation

무조
8음 합성음계

 4/4

   
 

대조적 셈여림
a (mf), b (p),
c’(mf), b’(p)

a b a’ b’
(10)

2. Monkey 
Business

f# 중심음 
5음 반음음계

4/4

     ff (곡전체)
통작형식

(13)

3. Foolin’ 
Around

f# 중심음 
5음 반음음계

4/4

     ff (곡전체)
통작형식

(13)

4. Lazy Day
무조

7음 합성음계

4/4

    


mp (곡전체)
a a’
(15)

5. March of 
the Penguins

무조
5음 합성음계

2/4

 


ff, f, mf, mp, p
a a’ coda

(28)

6. Lonesome 
Cowboy

무조
7음 합성음계
2~3도 화음

6/8

   pp (곡전체)
통작형식

(17)

7. 
Hippopotams 

Two-step

무조
6음 합성음계

2/4

  p, pp
통작형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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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김음 사용) 

8. Space 
Shoes

무조
6음 합성음계

4/4

    pp
(곡전체)

통작형식
(6)

9. Silly 
Argument

무조
7음 합성음계

4/4

    ff와, pp의 
급격한 대조

통작형식
(16)

10. 
Halloween 

Trick

B 
5음 음계

왼손지속화음

2/4

  


ff(곡전체)
통작형식

(11)

11. Kangaroo 
Parade

무조
음계 개념 없음

무박(무마디)

  pp, ff
자유로운 표현

변주형식
(리듬패턴)
즉흥연주

12. Nose 
Dive

무조
6음 합성음계

3/4


 pp, ff

(한마디씩 
교대로 반복)

통작형식
(8)

13. Soaring 
High

무조
8음 합성음계

3/4

   
ff, pp

(한마디씩 
번갈아 반복, 
마지막마디

제외) 

통작형식
(8)

14. 
Relaxation in 

Blue

무조
12음 음계
단선율과

5도~6도 화음

6/8

 
  p, pp, ppp

통작형식
(22)

(Amusements, 
Book 2) 

1. Daydream
무조

7음 합성음계

무박(무마디)

 ,  
(사용한 음표)

비표기 통작형식

2. Giggles
무조

4음 합성음계

3/4

 
  

pp (곡전체)
통작형식

(22)

3. Broken 
Music Box

C
6음 합성음계

무박, (무마디)

    
 
     

pp (곡전체) 열린형식

4. Bozo’s 
Flippity-Flop

무조
6음 합성음계

3/4

  
   

f (곡전체)
통작형식

(23)

5. Watching 
a Spider

무조
7음 합성음계

3/4

  p. mp, pp
통작형식

(9)

6. Freak-Out

무조
음계 개념 없음
단선율과 음군
(끝마디제외)

3/4


 

p, ff
통작형식

(12)
(+즉흥연주)

7. Being 
Obnoxious

무조
음계 개념 없음

무박(무마디)

  
(사용한 음표)

pp, ff의 대조 즉흥연주

8. Ping Pong 
Party

무조 
6음 합성음계

4/4, 5/4, 무박, 
4/4, 무박, 4/4

(변박, 불규칙박)
pp, mf, ff

통작형식
(14)

9. Lost Kite
무조

7음 합성음계
3/4, 4/4,

3/4
p, pp

통작형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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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성 및 음계

전체 35곡의 음계 구성을 장·단음계, 4음에서 8개의 음을 조합한 합성음계, 12음 기법을

 2~4도 화음 (변박)

10. Leapfrog
무조

12음 음계
2도 화음

3/4

  
   

 f (곡전체)
통작형식

((17)

11. Popping 
Corn

무조
음계 개념 없음

2도 화음

무박(무마디)

, 
(사용한 음표, 

쉼표)

p, ff
(지정된 음표에 

표기)
즉흥연주

12. Hobo 
Dance

무조
7음 합성음계

2도~3도,
5도~6도 화음

4/4

   
    

p, f, ff
통작형식

(22)

13. Copy Cat
무조

6음 합성음계
2도 화음

무박(무마디)

, 
,

(사용한 음표)

ff, f, pp, mp 통작형식

14. Penn 
Central 
Boogie

무조
12음 음계

2성부+수직화음

12/8

    
부기우기(boogie

-woogie) 

f, ff, pp
통작형식

(14)

(Amusements, 
Book 3) 

1. Eagle’s 
Flight

무조
12음 음계

2성부+수직화음

4/4

   
    ff, pp, ppp

통작형식
(42)

2. Game of 
Hypnosis

무조
8음 합성음계

무박(무마디)

 , 
(사용한 음표)

미기보 열린형식

3. Sneaky
B♭/E♭/B♭

2성부+수직화음

6/8

 ,


f, p, pp, ppp, 
mp

a b a’
(51)

4. Earthquake
무조

음계 개념 없음
2성부+수직화음

무박과
4/4의 교대

p, pp, ff, fff
통작형식

(+즉흥연주) 

5. Who.s 
There?

무조
음계 개념 없음

점묘적
수직화음

무박(무마디)

ppp, ff
통작형식

(+즉흥연주) 

6. Catnip Fit
무조

음계 개념 없음
2성부+수직화음

2/4

 , 


pp, ff, fff
통작형식

(42)

7. Happy 
Cowgirl

D♭
2성부+수직화음

6/8

   pp, p, mf, ff
통작형식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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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무조음악, 오선 악보 대신 독특한 기보의 예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징적인 악보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장·단음계를 사용한 조성 음악

<악보 1>은 「놀이」1권의 B장조의 곡으로 왼손의 다섯 음들을 지속음으로 하여 곡의

마지막 마디까지 연결시킨다.

<악보 1>「놀이」1권 중 ‘불쾌한 기분’(Being Obnoxious) 마디 1-3

나. 4음에서 8개의 음을 조합한 합성음계를 사용한 음악

<악보 2>는 무조이며 7음(A＃, B, C, C＃, D＃, E, F＃)을 사용한 무조음악의 예이다.

<악보 2>「놀이」2권 중 ‘잃어버린 연’(Lost Kite) 마디 1-6

<악보 3>은 6음(F＃, A♭, B♭, C, D, E) 합성음계와 곡 전체페달을 사용하여 장2도 화

음의 연속적인 울림으로 우주공간의 느낌을 음향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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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놀이」1권 중 ‘우주화’(Space Shoes) 마디 1-2

다. 12음 기법을 사용한 무조 음악

<악보 4>는 12음 모두를 사용한 작품의 예이다.

<악보 4>「놀이」2권 중 ‘펜센트럴 부기’(Penn Central Boogie) 마디 3-8

라. 오선악보 대신 독특한 기보의 예

다음의 <악보 5>는 즉흥연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음계의 개념이 없는 8곡 중 하나의

일부분을 보여주며 특이한 한줄 악보로서 학생들이 지시된 표기 안에서 자유롭게 음높이를

치도록 되어 있다. 표제는 ‘불쾌한 기분’(Being Obnoxious)을 의미하고 두 손으로 중앙에 표

시되어 있는 C음을 중심으로 하여 피아니시모로 높은 음역에서 낮은 음역으로 빠르게 이동

한 후 갑자기 큰소리로 높은 음역의 음군(tone cluster)을 친 후 뒤이어 낮은 음역의 음들을

매우 크게 타악기를 치듯 타건한다.

<악보 5>「놀이」1권 중 ‘불쾌한 기분’(Being Obnox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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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악보 23>의 박스악보도 포함되어 있다.

전체 35곡 중 22곡이 2성부의 짜임새를 기초로 형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곡들에서의 화음

은 흔히 단선율이나 2성부와 교대되어 있는 정도로 비중이 크지 않다.6) 특히 3권의 곡들은

2성부 조직과 수직화음 및 점묘적 수직화음을 이루고 있다. 또한 특별한 음향효과를 위해

많은 곡들에서 페달과 함께 화음, 글리산도, 음군, 등을 사용하고 있다. 곡 전체페달(hold

pedal throughout)과 떨림 페달(flutter pedal)을 사용하여 혼합된 음향을 경험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곡들로는 ‘우주화’, ‘몽상’(Daydream), ‘고장난 음악상자’(Broken Music Box), ‘독수

리의 비행’(Eagle’s Flight), ‘최면게임 ’(Game of Hypnosis) 등이며 곡 전체를 통하여 지속

페달을 사용한다. <악보 6>의 ‘몽상’에서의 전체페달은 몽롱한 느낌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이

며 한음의 길이를 초 단위로 지시하고 있다.

<악보 6>「놀이」2권 중 ‘몽상’ (Daydream)

왼손의 지속화음으로 페달의 효과를 가져 오는 ‘할로윈의 속임수 ’(Halloween Trick)는 ff

의 다이내믹과 함께 음향의 확대로 두려움과 놀람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페달과 함께 가장 효과적인 기법으로 음군을 들 수 있는데 1권의 ‘급강하’(Nose Dive)와

‘높이 날아오름 ’(Soaring High)에서 처음 사용하며 곡의 마지막 마디에 흑건과 백건의 음군

을 표현한다. <악보 7>의 ‘캐트닙 피트’(Catnip Fit)는 글리산도와 손바닥을 이용한 음군과

‘지진’(Earthquake)에서는 손바닥과 앞팔을 사용한 음군의 음향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6) 2성부 구조에서 ‘Nose Dive’와 ‘Soaring High’는 선율의 모방으로 진행되며 ‘Lazy Day’와 ‘Silly
Argument’도 이와 유사한 진행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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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놀이」3권 중 ‘캐트닙 피트’(Catnip Fit) 마디 31-34, 39-42

<악보 8>의「뛰어넘기」(Leapfrog)에서 (a)는 모두 흑건, (b)는 모두 백건으로 스타카토

및 테누토로 음군을 소리 내며 뛰어넘고 착지하는 듯한 신체의 음직임을 연상할 수 있다.

<악보 8>「놀이」3권 중 ‘뛰어넘기’(Leapfrog) 마디 1-4

2. 박자와 리듬

전체 35곡 중 단순한 리듬으로 되어 있는 전통적인 박자(2/4, 3/4, 4/4, 6/8)의 곡이 13곡

으로서 상대적으로 조성 및 음계의 경우보다는 더 전통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곡

들이 모두 제1권에 속해 있으며 놀이 1권 중에서 ‘캥거루 행렬’만 무박이다. 또한 2권～3권

에서는 무박과 함께 마디 줄이 없는 곡이 7곡, 무박과 변박의 곡이 2곡 등 역시 상당히 현

대적이다. 1권에서 2/4, 3/4, 4/4의 홑박은 11곡이며 8/6의 겹박은 2곡, 무박은 1곡으로 되어

있다. 2권은 1권에 비해 홑박과 겹박의 곡수가 적으며 대신 무박과 변박 및 불규칙박이 등

장하고 있다. 즉, 3/4, 4/4의 홑박이 6곡, 12/8의 겹박이 1곡, 무박이 5곡, 변박과 불규칙박이

각각 1곡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3권은 홑박과 겹박이 각각 2곡씩이며 무박이 2곡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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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음의 <악보 9>, <악보 10>, <악보 11>은 홑박으로 2/4, 3/4, 4/4박의 곡이다.

<악보 9>「놀이」1권 중 ‘펭귄들의 행렬’ (March of the Penguins) 마디 1-6

<악보 10>「놀이」2권 중 ‘피식 웃음’ (Giggles) 마디 1-5

<악보 11>「놀이」2권 중 ‘호보 댄스’ (Hobo Dance) 마디 1-4

무박으로는 앞서 한줄 악보에서 소개한 「놀이」1권 중 ‘불쾌한 기분’(Being Obnoxious)

이 포함되며 아래의 <악보 12>는 한 줄로 되어 있는 무박의 악보를 보여주고 있으며 잦은

늘임표와 스타카토를 사용하여 어디로 튈지 모르는 팝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음표의

기둥이 짧고 긴 시각적 효과로 팝콘이 튀는 모습을 음높이로 상상하며 재미있게 연주할 수

있다.

<악보 12>「놀이」2권 중 ‘팝콘’ (Popping C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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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은 2권의 4/4, 3/4의 변박자의 곡이며 <악보 14>는 5/4의 불규칙박과 무박,

변박을 나타내고 있다.

<악보 13>「놀이」2권 중 잃어버린 연’ (Lost Kite) 마디 7-10

<악보 14>「놀이」2권 중 ‘탁구 파티’ (Ping Pong Party) 마디 5-7

1권～3권을 통하여 살펴 본 다양한 박자의 곡들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리듬은 <악

보 15>의 왼손 성부에 당김음을 사용한 곡과 <악보 16>의 반복되는 왼손 리듬(  )형
태의 ‘행복한 소녀목동 ’(Happy Cowgirl) 그리고 <악보 17>의 재즈스타일의 부기우기리듬

으로 진행되는 ‘팬 센트럴 부기’(Penn Central Boogi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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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놀이」1권 중 ‘하마의 투스텝’ (Hippopotamus Two-step) 1-5

<악보 16>「놀이」3권 중 ‘행복한 소녀목동’(Happy Cowgirl) 마디 1-6

<악보 17>「놀이」2권 중 ‘펜 센트럴 부기’(Penn Central Boogie) 마디 1-2

3. 셈여림

35곡 중 곡 전체가 같은 셈여림으로 된 곡은 모두 10곡이며 그 외의 곡들은 ppp에서 fff

에 이르는 다양한 셈여림을 보여준다. 한 마디씩 교대로 대조를 이루거나 자유롭게 아티큘

레이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곡도 있다. 제1권의 14곡 중 6곡이 곡 전체가 같은 셈

여림을 나타내는 등, 셈여림의 경우에도 단계별 발전이 의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악보 18>은 대조적인 셈여림의 교대를 보여주며 논쟁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

이다. 피아노로 치기 전 팀을 나누어 리듬치기 연습을 미리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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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놀이」1권 중 ‘어리석은 논쟁’ (Silly Argument) 마디 1-4

<악보 19>를 보면, 급격한 셈여림의 변화가 교대 대신 성부 간에 동시적인 대조로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pp의 트레몰로 부분은 바람을 표현하고 ff의 왼손 진행은 독수리의

위엄 있는 모습을 암시하며 전체페달을 사용하고 있다.

<악보 19> 「놀이」3권 중 ‘독수리의 비행’(Eagle’s Flight) 1-5

<악보 20>은 곡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왼손의 음형을 박자와 음높이 그리고 셈여림

까지 그대로 모방하여 연주하면서 좀 더 집중하여 소리를 집중하여 듣도록 하고 있다.

<악보 20>「놀이」3권 중 ‘흉내쟁이’ (Copy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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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은 셈여림과 화음수의 증가로 음군 연주의 효과가 나타나며 점점 크고 격렬해

지는 지진의 분위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pp에서 fff에 이르는 폭넓은 셈여림의 확대를

표현할 수 있다.

<악보 21>「놀이」3권 중 ‘지진’ (Earthquake)

4. 형식

전체 35곡 중 27곡이 통작 형식(Through-Composed)7)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형식은 상

당히 일관적으로 이는 곡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짧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즉흥연

주의 의도도 비중 있게 반영되어 있다. 나머지는 재현이나 변주가 포함되어 있는 전통적인

2부분～3부분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제1권의 ‘공손한 대화’(Polite Conversation)(a b a‘ b‘)

와 ‘펭귄의 행진’(March of the Penguins)(a a‘ coda), 제3권의 ‘살금살금 가다’(Sneaky)(a b

a‘ )́̋́에서는 원초적이기는 하나 전통적 기법에 준하는 모티브의 발전 개념도 보여준다.

<악보 22>의 1권의 첫 곡인 ‘공손한 대화’는 4/4박의 무조음악으로 양손성부의 짧은 모

티브들을 리듬과 음높이의 변형으로 각 악구(phrase)들을 대화하듯이 발전시켜 나간다. 마지

막 마디에서는 양손이 함께 연주하여 곡을 마친다.

<악보 22>「놀이」1권 중 ‘공손한 대화’ (Polite Conversation) 마디 1-7

7) ‘통작(通作)형식’은 반복 없이 전곡을 통해 하나로 이어지는 형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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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의 ‘고장난 음악박스’와 3권의 ‘최면게임’(연주의 끝 음만 지정)은 현대적 실험기법을

사용한 예이다. <악보 23>은 박스별 연주순서를 학생이 스스로 결정하여 연주 할 수 있는

우연성 음악(Chance Music)의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곡 전체페달을 통하여 높은 음역에서의

음향을 들을 수 있다.

<악보 23>「놀이」2권 중 ‘고장난 음악박스’ (Broken Music Box)

<악보 24>는 무박이나 일정한 리듬패턴이 반복되는 곡으로 캥거루의 뛰는 모습을 묘사

한다. 이 곡을 연주하기 전 학습자들이 캥거루의 뛰는 모습을 몸으로 표현해 보면 흥미 유

발에 도움이 된다. 예시된 음높이를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선율, 음정, 셈여림, 구조와 빠르

기로 즉흥연주의 형식으로 연주하도록 하였다.

<악보 24> 「놀이」1권 중 ‘캥거루 퍼레이드’ (Kangaroo Pa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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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의 ‘탁구파티’에서의 (a)부분은 피아니시모의 작은 음량으로 빠르기는 점점 빠

르게 표현하여 탁구공이 통통 튀는 모습을 묘사하며 (b)부분에서는 5초간 소리를 내지 않고

멈추는 모습을 흥미롭게 표현하였다.

<악보 25>「놀이」2권 중 ‘탁구파티’ (Ping Pong Party) 마디 1-7

5. 실험적 연주기법

현대 작곡기법을 잘 드러내는 실험적 연주기법으로 음군, 글리산도(glissando), 즉흥연주

(improvisation), 우연성 음악(chance music), 점묘적 기법(pointillism), 최소한 표현주의

(minimalism), 새로운 소리(new sound), 자유로운 루바토(parlando-rubato) 등이 악곡에 고

루 사용되었고 특히「놀이」3권 중 ‘지진’ 에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악보 26>은 새로운

소리의 표현으로 신체를 이용하여 표현한 곡으로 음높이가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것과 음

표 머리 부분을 ‘x' 로 표기하여 연주자가 박수치기, 발 구르기, 소리치기, ‘쉿’하는 소리내기

등의 타악기 식 음향으로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여 소리 내도록 한다.

<악보 26>「놀이」1권 중 ‘이상한 일’(Monkey Business) 마디 11-13

<악보 27>의 ‘최면 게임’은 ‘고장난 음악박스’와 같이 연주자의 음악적 생각을 스스로 결

정하여 해석할 수 있는 우연성 음악으로 악보의 각 부분들의 연주순서를 선택하고 연주의

마지막 음표만 지정되어 있다. 꾸밈음과 곡 전체 페달로 인한 불협화적인 음색을 높은 음역

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곡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최면상태의 심미적인 느낌을 가져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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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을 즐길 수 있는 곡으로 볼 수 있다.

<악보 27>「놀이」3권 중 ‘최면 게임’ (Game of Hypnosis)

<악보 28의 1～4>의 ‘지진’은 3권의 가장 현대적인 기법의 곡들 중 하나로 다양한 음색

과 다이내믹을 표현한 곡이다. 악보를 부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악보 28-1>은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의 고요한 상태를 화음으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표현하며 이후에 <악보 28-2>와 <악보 28-3>에서는 미세하고 불협화적으로 변하

는 화음들과 음군으로 변화하게 된다.

<악보 28-1> 「놀이」3권 중 ‘지진’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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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2>의 둘째마디는 활 주법을 사용하였고 <악보 28-3>은 미니멀리즘으로 왼손

성부의 다섯 음만의 반복으로 지진이 일어날 때 땅이 요동치는 움직임을 잘 표현하고 있다.

<악보 28-2>「놀이」3권 중 ‘지진’ (Earthquake)

<악보 28-3>「놀이」3권 중 ‘지진’ (Earthquake)

<악보 28-4>는 이어지는 지진의 변화하는 상황을 앞팔과 손바닥으로 연주되는 음군과

점묘적 기법 및 즉흥형식으로 연주한다. 그리고 이 음군들은 <악보 28-5>에서 침묵 후에

점점 느리고 약하게 한 음씩 떨어지는 모습으로 지진 상황의 종료를 표현하게 되어 있다.

악곡 전체를 현대기법을 통하여 흥미진진한 음악적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으므로 대단히

도전적인 곡이라 할 수 있다.

<악보 28-4>「놀이」3권 중 ‘지진’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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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5>「놀이」3권 중 ‘지진’ (Earthquake)

<악보 29-1>의 ‘그곳에 누가 있나요?’(Who’s There?)는 반복이나 변주 부분이 없기 때

문에 편의상 통작 형식으로 분류하였으나 사실 매우 현대적인 작품으로 형식의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다.

<악보 29-1>「놀이」3권 중 ‘그곳에 누가 있나요?’ (Who’s There?)

독특한 기보 방법으로 피아노의 여러 부분들을 손으로 리듬에 맞추어 두드리거나 연속적

인 단음을 만들도록 지시되어 있다. 또한 연주에 관한 지시는 <악보 29-2>에서와 같이 악

보 기보 대신 그림으로까지 확대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실험적이다.

<악보 29-2> 「놀이」3권 중 ‘그곳에 누가 있나요?’ (Who’s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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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은 자유로운 루바토의 기법으로 탁구공이 튀는 모습을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하

여 표현한다.

<악보 30>「놀이」2권 중 ‘탁구 파티’ (Ping Pong Party) 마디 12

Ⅴ. 맺는 글

챠트만의「놀이」를 분석한 결과 1권(초급)에서는 반음 음계, 5음 음계, 12음 음계 및 합

성 음계의 다양한 음계로 구성되고 2성부 구조의 짜임새가 대부분이며 짧은 모티브의 발전

을 사용한 전통적 기법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무조를 경험하게 하였다. 음향적 효과로 두

곡(‘우주화’, ‘할로윈 속임수’)에서는 전체 페달의 신비로운 음향과 여러 음의 지속화음을 사

용하여 음군과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박자에 있어서는 변박이나 복합박자가 아닌 홑박

과 겹박의 2/4, 3/4, 4/4, 6/8박과 무박으로 구성되며 형식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2부분형식과

즉흥연주가 포함된 한 곡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통작 형식으로 되어있으며 셈여림에 있어서

는 급격한 대조나 곡 전체를 같은 셈여림을 사용하였다. 특히 무조와 무박, 무마디선, 음군

및 즉흥연주가 처음 소개된 ‘캥거루 퍼레이드’는 여러 현대기법을 동시에 익힐 수 있는 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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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체적으로 1권은 초급단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대음악의 기초적 기법을 전통적 기법

과 함께 학습하도록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2권(초급후기)의 곡들은 한곡을 제외한 모든 곡들이 무조이며 합성 음계 및 12음 음계와

음계의 개념이 없는 곡들로 구성된다. 박자도 초급과는 달리 ‘탁구 파티’ ‘잃어버린 연’에서

무박과 변박 및 불규칙 박을 함께 사용하여 현대적이고 복합적인 박을 학습 할 수 있다. 기

보에 있어서는 한줄 악보 및 박스 악보의 독특한 악보를 사용하며 각 음 사이의 시간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작곡가가 지시하거나 학습자가 결정하며 즉

흥연주 형식을 경험 할 수 있다. 또한 우연성 음악의 예로 ‘고장난 음악박스’를 통하여 연주

의 순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즐거움과 흥미를 유발하게 해준다. 음색 및 음향 기법에

서는 음군만을 사용한 ‘뛰어넘기’와 곡 전체의 페달사용(hold pedal throughout)으로 현대적

화음과 배음의 음향을 좀 더 많이 경험 할 수 있다. 셈여림도 1권에 비하여 세분화되어 다

양하게 나타난다. 1권에 비하여 2권은 음악적 요소들이 점차적으로 심화되어 형식과 내용면

에서 실험적 기법을 가미한 현대기법을 배울 수 있다.

3권(중급)은 모두 7곡으로 한곡을 제외한 6곡들은 무조이며 2권에서와 같이 다양한 음계

와 2성부의 수직화음으로 되어있다. 또한 1권～2권에서 학습한 전통적 조성과 박자를 사용

한 곡 외에 본격적으로 현대적 기법과 형식을 가장 다양하게 익힐 수 있는 ‘지진’과 ‘거기

누가 있나요?’의 두 곡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비전통적 기보들과 무박, 무마디, 지시어에

따른 연주, 글리산도, 음군, 즉흥연주 및 건반이외의 곳을 두드리거나 쳐서 소리 내는 등 현

대 피아노 음악의 실험적 기법들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곡들이라 할 수 있다.「놀이」

의 현대 작곡기법을 잘 드러내는 실험적 연주기법인 음군, 글리산도 주법, 즉흥연주, 우연성

음악, 점묘적 기법, 미니멀리즘, 새로운 소리, 자유로운 루바토 등은 중급에 해당하는 3권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챠트만의 작품집「놀이」는 초·중급 과정에서 무조와 합성음계, 무박, 음군, 즉흥연주, 우

연성 등의 다양한 현대음악 기법을 체계적인 동시에 표제와 연결시켜 흥미롭게 익힐 수 있

도록 만들어진 교재이다. 20세기 후반 이후의 스타일을 활용한 교육용 교재의 빈곤 속에서

「놀이」는 거의 독보적인 작품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조성과 음계에서는 초급부터 과감하

게 무조와 합성음계를 선보인 반면, 리듬을 비롯한 그 밖의 요소들에서는 비교적 전통의 맥

을 유지하며 급수별 난이도를 세심하게 의식한 것은 그의 섬세한 교수학적 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음악의 모든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낯설어질 때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

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수학적 장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놀이」의 작품들을 통해 학생들

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현대음악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20세기 전반부 주요 작곡가들의 경향을 선행 학습한 후 챠트만의 곡

들을 다룬다면 한층 그 이해도와 효과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부분의 음악

적 연결고리를 탐구하는 후속연구를 기다리며 현대 피아노음악 문헌을 발굴하고 해석하는

이 같은 작업이 가일층 활성화되기를 또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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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ntemporary Musical Techniques represented in

Chatman's Educational Collection Amusements

Jeongah Hong

  To those learning copious amounts of piano repertories, the task of understanding
sufficiently the various periods and works is by no means easy. Selecting from modern

works including those of the 20th century and learning them are particularly difficult for

both teachers and students. This study analyzes Stephen George Chatman's collection of

works titled Amusements (1-3, 1976-1978). Through this series, Chatman gives a

progressive introduction of methods in modern music that can be experienced in

elementary and intermediate levels. As most of the pieces have titles and structured in

game-like arrangements, they prove effective in the enhancement of interest and

imaginative thinking throughout the learning process. It is my hope that the analysis of

Chatman's works, ever useful in the instructional and educational repertoires of

contemporary music, will serve to widen pedagogical thinking.

Key Words: Stephen Chartman, Amusements, Methods in Modern Music ,

Educational Repertoi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