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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시대의 음악>은 초급부터 중· 상급 수준에서 다양한 양식으로 작

곡된 9권의 캐나다의 피아노 교재이다. 특히 이 교재는 20세기의 많은 작

곡가들이 조성음악을 탈피하기 위해 사용했던 장· 단음계 외의 음계에 기

초하는 한 작곡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해당 음계는 교회선법, 온음음계, 오

음음계, 12음렬, 합성음계로 나타나는데, 이 다섯 가지의 음계에 기초한 곡

들은 기존의 친근한 조성음악과는 차별된 다채롭고 이색적인 분위기와 더

불어 20세기의 다양한 작곡기법들까지도 흥미롭게 선사하는 점에서 교육적

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시대의 음악>에 소개된 교회선법, 온음음계, 오음

음계, 12음렬, 합성음계에 기초한 36곡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분석에서 얻

어진 음계적 작곡 방식과 추가적인 현대기법들을 다양한 난이도로 구성된

실제 교육 작품 창작에 적용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교회선법은

총 18곡으로 예비급부터 7급에 걸쳐 다양한 급수에서 이오니아, 도리아, 프

리지아, 리디아, 믹소리디아, 에올리아, 로크리아 선법들로 나타났다. 특히

도리아와 에올리아 선법은 기존의 그레고리안 성가나 캐나다의 민요 선율

로부터 차용된 경우가 많았고, 이 외에는 해당 선법의 마침음과 지배음을

중심으로 작곡되었다. 온음음계는 총 6곡으로 1급에서 마지막 8급에 걸쳐

소개되었다. 이 음계는 다섯 손가락의 위치 안에서 어렵지 않게 연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교적 순차적인 선율 진행 혹은 2성부의 대위진행을 보이

면서 수직적인 증4도 음정을 특징적으로 보였다. 오음음계는 3급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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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으로 소개되었는데, 캐나다 전통 노래인 에스키모의 곡조로 단선율로 작

곡되고 특별히 20세기 타악기 기법과 조화되었다. 12음렬은 총 10곡으로 3

급부터 7급 사이에 제시되었으며, 각 곡마다 단선율, 2성부, 다성부 작곡

유형을 보였다. 원형 음렬은 역행, 전위, 역행전위 음렬로 소개되었다.

위의 분석에서 도출된 음계의 작곡적인 아이디어들과 20세기 작곡기법들

은 본 연구의 다섯 가지 음계에 기초한 교육 작품들을 다양한 수준으로 창

작하는데 활용되었다. 전체 급수에서 분석되었던 악곡들은 실제 창작품에

있어서도 다양한 수준으로서 반영되고 작곡되었다. 그리고 모든 창작곡들

은 새로운 창작 선율보다 기존의 잘 알려진 노래를 활용하여 각 음계가 자

아내는 고유의 색채를 더욱 부각시키도록 하였는데, 이는 특별히 선법에

기초한 악곡 분석 과정에서 발견되었던 자국의 선율을 차용하는 기법을 도

입한 것으로 한국의 전래 민요와 동요 선율이 채택되었다.

결과적으로 교재 분석을 토대로 시도된 이와 같은 창작 적용은 다양한

난이도에서 교육적이면서 유용한 작곡 아이디어들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보

다 창의적인 피아노 교재 개발의 가능성을 탐색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많은 교사들이 다양한 음계와 현대기법을 적극 활용한 교육

작품 창작에 관심을 기울이길 바라며, 후속 연구로 한국 정서를 반영한 21

세기의 교육적인 피아노 교재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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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의 많은 피아노 교육 교재들은 학습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로

운 창작곡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교재들 대부분은 음악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단계적인 난이도로 세분하여 소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가운데

캐나다의 피아노 교재 <우리시대의 음악>(Music of Our Time, 1977-1978)

은 예비급부터 8급에 걸친 다채로운 스타일의 창작곡들을 소개한다. 특히

학습자들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20세기의 현대적인 음악스타일을 예비급부

터 8급까지 다양한 난이도에서 흥미롭게 다루고 있어 연구의 교육적 가치

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교재의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학생들은 20세기 음악의 다른 스타일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이 교재는 20세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음악의 스타일

뿐 아니라 그 뿌리와 구조를 설명해주며, 많은 레퍼토리를 제시함으로

써 20세기 작곡기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사지침서는 음악의

구조, 구문, 어휘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Coulthard, Duke, Hansen, Teacher’s Manual의 서문, 1977-1978).

현대음악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작곡가의 독창적인 음악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수용하면서 동시에 혁신적인 표현기법과 새로운 음악 어휘들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이연경, 2012, p. 282). 현대음악은 학생들의 음악

적 성장을 돕는데, 현대음악을 통한 창작, 연주, 분석, 비평 활동을 통해 음

악적 창의성을 또한 계발시킬 수 있다(이홍수, 1998, p. 2). 이러한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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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리시대의 음악>은 보다 세 명의 저자들의 독창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현대 교육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세기의 다양한 어휘들을

흥미로운 표제와 삽화를 통해 보다 친근하게 학습해볼 수 있도록 교육적으

로 구성하고 있다. 더불어 교사지침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악곡을 체계적으

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현대음악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경험을 쌓도록 돕

는다. 이는 기존의 타 교재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이다.

많은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현대음악은 특히 어린 학습자들로 하여금 창

의적이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접근될 수 있다. 어린 학습자들은 외국어를 쉽

게 받아들이듯이 음악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념들을 거부감 없이 수용한다

(Agay, 1981, p. 329). 특히 초급 수준의 학습자들은 조성, 박자, 그 외의 다

른 음악적인 요소들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데(Ballard, 2007, p.

26), 무엇보다도 다양한 음계들인 선법, 온음음계, 오음음계, 12음렬 등에 기

초한 악곡들의 학습이 선행될 수 있어야 한다(Chyu, 2004, p. 98).

<우리시대의 음악>은 초급 수준은 물론 중· 상급 수준까지 다양한 난이

도에서 20세기 음악의 ‘다양성’을 경험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음악적 소재로

서 장· 단조 외의 여러 가지 음계들을 활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20세기

의 많은 작곡가들이 기존의 조성음악을 탈피하기 위해 사용했던 선법, 온

음음계, 오음음계, 12음렬, 합성음계, 반음계, 블루스음계, 범온음계 등 다양

한 장· 단조 외의 음계들을 채택함과 동시에,1) 더불어 20세기의 현대적인

기법들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아노 교재를 연구함

1) 20세기 이전의 오래 된 교회선법이나 오음음계는 과거의 양식을 자유롭게 수용

하면서 현대적 스타일로 재창출한 20세기의 음악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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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이 잘 소개받지

못하는 장· 단조 외의 음계들은 현대적인 작곡기법들과 잘 어울리기에 현

대음악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작곡적인 소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

한 음계마다의 특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에 초기 음악 교육에서 학

생들이 피아노를 흥미롭게 배우고 포괄적 음악성을 키우는 데에도 효과적

이고, 즉흥연주 접근에 있어서도 장· 단조 음계보다 훨씬 용이하다(유승지,

2010, p. 103). 음악의 기초적 구성 요소가 되는 다양한 음계나 선법, 조의

이해는 다른 시대 및 민족의 음악을 구별하고 특징짓는 가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정경언, 2002, p. 2). 결과적으로 다양한 20세기적 음

계에 기초한 곡들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시대의 음악>은 피아노 교육에서

다양한 현대적인 작곡기법들을 창의적이며 교육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최근 20세기 음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다양한 현대 레퍼토리들을

다룬 교육적인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음악에

서 중요한 음악적 소재로 활용되었던 장· 단조 외의 음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폭넓게 탐구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 출판된 피아

노 교재들을 살펴보아도 대부분 고전과 낭만시대에 치우친 장· 단조의 조

성음악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 현대 레퍼토리를 소개하지만 한

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체계적인 이론 설명의 부재함으로 단일 학습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수준에서 20세기 음악에 대한 이

해와 친밀도를 높이는데 부족함이 있다.

한편, <우리시대의 음악>을 다룬 연구는 국내에서 한건에 불과할 정도

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2) 또한 국외에서조차 이 교재를 심도 있게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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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교재의 저자인 쿨타르의 음악 작품을 분석한 연구

들(Rowley, 1973, Duke, 1993; Lee, 1995; Colton, 1996; Daniells, 2005;

Tilley, 2006; Ward, 2012)이 더 많이 발견되는 정도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20세기 피아노 교재인 <우리시

대의 음악>을 교육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다양한 음계에 기초한 악곡들

을 대상으로 분석 및 창작해봄으로써, 현대 레퍼토리 창작 및 교재 개발에

관심을 가진 교사들에게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작곡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절차로 예비급부터 8급까지 수록된 전체 144곡 중 교회선법, 온

음음계, 오음음계, 12음렬, 합성음계에 기초한 36곡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이 분석에서 도출된 음계 관련 기법과 그 외 20세기 추가 작곡법들

을 적용하여 연구자의 창작 작품을 실제 피아노 교육 현장에 직접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난이도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우리시대의 음악>의 전체 144곡 중 특정 음계에

기초한 36곡을 대상으로 한다. 교재에 소개된 많은 음계들 가운데, 교사지

침서에서 특별히 전통적인 조성이 아닌 현대적 측면에서 창작되었음을 명

확히 밝히고 있는 교회선법, 온음음계, 오음음계, 12음렬, 합성음계에 해당

하는 다섯 가지의 음계들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또한 악곡 분석에서

언급 될 템포 부분에서는 영어와 불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교재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영어(불어)’로 지시어를 표기하도록 한다.

2) 캐나다 피아노 교재 <우리시대의 음악> 시리즈 분석 연구: 선율차용 곡들을

중심으로(장 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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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시대의 음악>의 개요

1. 작곡가

<우리시대의 음악>은 쿨타르(Jean Coulthard, 1908-2000), 듀크(David

Gordon Duke, 1950- ), 한센(Joan Hansen, 1941- )의 공동 작곡으로 이루

어졌다. 이 교재를 주도한 쿨타르는 캐나다의 저명한 여성 작곡가이자 피

아니스트, 교육가로 활동하였다. 그녀는 1908년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

의 밴쿠버(Vancouver)에서 출생하여 5세부터 로빈슨(J. Robinson,

1882-1933)3)으로부터 첫 피아노와 작곡 교육을 받았으며, 10대에 일찍이

⌜캐나다의 교육⌟(The Educator of Canada) 잡지에서 ‘리듬의 의미: 어린

쿨타르가 매력적인 선율을 작곡하다’라는 제목으로 음악성을 평가받았다.

14세부터 정식적으로 체르냐프스키(J. Cherniavsky, 1892-1989)와 츕(F.

Chubb, 1885-1966)에게 피아노와 음악이론을 사사하였으며, 이후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예술과정(Art Course)

을 졸업하고 1929년부터 영국왕립음악대학교(Royal College of Music)에 입

학하여 윌리엄스(R. Williams, 1872-1958)를 사사하였다. 1931년 피아노와 피

아노교수학 자격증 LRAM4)과 3년 후 토론토콘서바토리(Associateship of

3) 쿨타르의 모친인 로빈슨은 밴쿠버의 바이올리스트, 성악가, 피아니스트, 음악교

사로 활동하였다. 그녀는 당시 드뷔시(C. Debussy, 1862-1918), 포레(G. Fauré,

1845-1924), 샤미나드(C. Chaminade, 1857-1944), 프랑크(C. Franck, 1822-1890),

라벨(J. Ravel, 1875-1937)의 현대적인 프랑스 음악에 대하여 특별하게 여겼으

며, 이는 어린 쿨타르의 음악세계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Duke, 2005, p. 26).
4) 로얄아카데미와 로얄음악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자격증(Licentiate of the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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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ronto Conservatory of Music)에서 디플로마 과정을 취득한 후, 캐나

다의 안토니대학교(St. Anthony’s College)와 퀸스홀대학교(Queen’s Hall

School for Girls)에서 피아노와 음악이론을 가르쳤다. 또한 밴쿠버 소극장

(Vancouver Little Theatre)에서 지휘자를 역임한 바 있으며, 쇼니건여름학

교(Shawnigan Summer School of the Art)와 밴프센터(Banff Cetre for

the Art)5)에서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펼쳤다.

특히 1930년대부터 그녀는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많은 작곡가들과 교류

하였는데, 밴쿠버에서 벤자민(A. Benjamin, 1893-1960), 캘리포니아에서 미

요(D. Millhaud, 1882-1974)와 쇤베르크(A. Schönberg, 1874-1951), 뉴욕에

서 코플랜드(A. Copland, 1900-1990)와 바그나르(B. Wagenaar, 1894-1971)

와 바르톡(B. Bartok, 1881-1945), 프랑스에서 불랑제(N. Boulanger,

1887-1979), 런던에서 제이콥(G. Jacob, 1895-1984)을 사사하였다.

1947년부터 1973년까지는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의 음악이론 교수로 25

년간 재직한 시기로 많은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은퇴 이후에도 캐나다 출

판사와 협력하여 15년간 최대 규모의 교육 작품들을 출간6)하는 등 교육가

와 작곡가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갔다. 교육 작품 외에는 교향곡, 합창곡, 가

곡, 오페라, 실내악, 독주곡 등 다양한 장르들을 포함한 350여개의 수많은

음악작품들을 작곡하였다.

말년에는 1978년 캐나다 정부로부터 훈장(Officer of the Order of

Academy of Music and of the Royal College of Music)이다.
5) 1933년 창립된 밴프센터는 예술의 창의적인 발전과 탁월한 유산을 기반으로 설

립된 기관이다.http://www.banffcentre.ca(From October 12, 2017)
6) 쿨타르는 교육 작품을 작곡할 때 20세기의 화성, 형식과 구조, 연주자의 표현

력, 테크닉, 상상력 증진을 목표로 하였으며(Duke, 2005, pp. 125-126), 간결성,

직접성, 교육 목적의 명료한 측면을 중시하였다(Taylor, 1995,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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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을 받았으며 1984년 PRO캐나다7)로부터 ‘올해의 작곡가’로 선정되

었다. 1988년부터 1991년 사이에는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와 콘코디아대

학교(Concordia University)에서 명예박사를 수여받는 등 많은 명예를 안

았다.

다음으로, <우리시대의 음악>의 공동 작곡가이자 쿨타르의 제자인 듀크

는 캐나다의 작곡가, 비평가이자 피아노 교육가로 활동 중이다. 그는 캐나

다의 밴쿠버에서 태어나 6세부터 12세까지 바이올린을 공부하였으며 21세

에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교에 입학하여 쿨타르에게 작곡을 사사하였다. 이

후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University of North Carolina)에서 음악학 석사

와 빅토리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20대부터 노스캘롤라이나

대학교,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레드데어대학교(Red Deer College), 밴쿠

버커뮤니티대학교(Vancouver Community College), 노스아일랜드대학교

(North Island College), 코트니유스음악센터(Courtenay Youth Music

Centre)의 강사와 먼데이 잡지(Monday Magazine)의 음악평론가로 활동하

였다. 28세에는 밴프센터(Banff Centre)8)에서 열린 작곡가 워크샵에 참가

하여 아처에게 작곡을 사사했다. 이후 1977년 알버타작곡가협회(Alberta

Composers' Association)를 창립하고, 밴쿠버 쳄버뮤직페스티벌(Vancouver

Chamber Music Festival)의 프로그램의 자문위원(Programming Consultant)

과 밴쿠버교향악단(Vancouver Symphony Orchestra)과 그 외의 다양한 기

7) PRO(Performing Rights Organization of Canada Limited)는 캐나다의 음악저

작권을 관리하는 단체이다.
8) 쿨타르, 루토슬라프스키(W. Lutoslawski, 1913-1994), 크세나키스(I. Xenakis,

1922-2001), 샤퍼(R. Schafer, 1933- ) 등 캐나다 및 외국의 저명한 작곡가들이

이곳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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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프로그램 저술가로 활동하였다. 또한 랑글레이커뮤니티음악학교

(Langley Community Music School), 브리티시컬럼비아소년합창단(British

Columbia Boys Choir), 스튜디아무지카(Studea Musica)에서 상임 작곡가

와 밴쿠버커뮤니티대학교(Vancouver Community College)에서 음악학장을

역임한 바 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우리시대의 음악>의 공동 작곡가인 한센은 캐나다

의 여성 피아니스트, 작곡가, 교육가, 심사위원, 임상가로 활동 중이다. 그

녀는 서스캐처원 주의 프린스 엘버트(Prince Albert)에서 태어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미션(Mission)에서 자랐다. 4세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

하였으며,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에 입학하여 쿨타르에게 피아노와 작곡

을 사사했다. 한센은 피아노 작품 외에도 비올라, 바이올린, 목관, 합창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작곡하였으며, 오카나간 국제 작곡가 축제

(Okanagan International Composers Festival)에서 두 차례 작품상을 수상

한 바 있다. 이후 빅토리아대학교(University of Victoria)에서 PB자격증

(Post-Baccalaureate Certificate)을 취득하여 밴쿠버와 노스밴쿠버의 여러

학교에서 강의를 하였고, 빅토리아콘서바토리(Victoria Conservatory of

Music)에서 AVCM자격증(Associate of the Victoria Conservatory of

Music Certificate)을 취득하여 그곳의 여름학교에서 개인과 그룹으로 20세

기음악과 작곡을 가르쳤다. 그녀의 많은 피아노 교육 작품들은 현재 여러

음악시험과 축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9)

9) 듀크와 한센의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캐나다백과사전: http://www.thecanadianencyclopedia.ca(October 11, 2017),

캐나다음악센터: http://www.musiccentre.ca(October 11, 2017).



- 9 -

살펴본 세 명의 작곡가들은 아래의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독자

적으로 다양한 피아노 교육 작품들을 출간하였다. 이 외에 쿨타르는 듀크

와 함께 피아노 교재인 <음악 형식들>(Music in Many Forms), <기념 시

리즈-피아노 오디세이>(Celebration Series the Piano Odyssey)와 바이올

린 교재인 <젊음>(A La Jeunesse)10), <앙코르 시리즈>(Encore Series)를

공동 작업한 바 있다. 또한 듀크는 한센과 함께 캐나다의 많은 작곡가들과

협력하면서 지속적으로 피아노 교육 작품들을 출간하고 있다.11)

<표 1> 쿨타르, 듀크, 한센의 피아노 교육 작품 

작곡가 피아노 교육 작품 출판연도

쿨타르
12)

4개의 피아노 소품들(Four Piano Pieces) 1954

흰 파도(White Caps) 1955

정오의 낮잠과 악마(Noon Siesta and Daredevil) 1965

현재를 위한 소품들(Pieces for the Present) 1973

숲속을 걸으며(A Walk in the Forest) 1990

피아노를 위한 초기 소품(Early Pieces for Piano) 1991

듀크

중국인의 마법 같은 해(Magical Years of The Chinese)13) 1990

특별한 날들(Special Days) 1994

겨울 정원 연탄곡(Duet from Winter Garden) 2003

한센 속삭이는 시간(Whisper Time) 2004

10) 20세기 음악 어법을 소개하는 교재로 급수별 교재와 교사지침서가 있다.
11) 듀크와 한센은 대표적으로 캐나다국제콘서바토리(CNCM, Canadian National

Conservatory of Music)에서 출판하는 <캐나다 피아노 북극광 탐험>(Northern

Lights an Exploration of Canadian Piano)을 공동 작업하였다.

캐나다국제콘서바토리: http://www.cncm.ca/contact.html(December 21, 2017)

또한, 한센은 캐나다의 여러 작곡가들과 함께 캐나다음악교사협회(CFMTA,

Canadian Fedration of Music Teachers’ Association)에서 출간하는 피아노 교

재 <60주년 컬렉션>(Diamond Jubilee Collection)을 공동 작업한 바 있다.

캐나다음악교사협회: http://www.cfmta.org(From October 5, 2017)
12) 쿨타르의 작품들 중 <4개의 피아노 소품들>은 강하고 대조적인 개성이 묻어

있는 현대적인 작품이며, <현재를 위한 소품들>은 드뷔시 작품을 배우기 이전

에 선행할 수 있는 작품이다(Magrath, 1995, pp. 32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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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재의 구성

1) 교재의 특징

<우리시대의 음악>은 캐나다 온타리오의 워털루출판사(Waterloo Music

Company Limited)로부터 출판되었다. 1-4급은 1977년, 5-6급은 1978년,

7-8급은 1979년, 예비급은 1980년에 뒤이어 출간되었다. 전 급수에서 수록

곡은 총 121곡14)으로 세 작곡가들 중 쿨타르의 작품을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다. <표 2>와 같이 각 급수마다는 예비급 18곡, 1급 18곡, 2급 14곡, 3급

13곡, 4급 13곡, 5급 12곡, 6급 12곡, 7급 12곡, 8급 9곡의 분포를 보인다. 8

급을 제외한 모든 급수에서는 솔로곡 외 연탄곡을 한 곡씩 포함하고 있다.

<표 2> <우리시대의 음악>의 급수와 작곡가별 작품 분포도

급수 전체 곡 수 쿨타르 듀크 한센
예비 18 9 6 3

1 18 6 6 6
2 14 6 5 3
3 13 5 3 5
4 13 5 4 4
5 12 4 4 4
6 12 4 4 4
7 12 4 5 3
8 9 4 3 2

합계 121 47 40 34

13) 중국의 12 동물의 띠(Chinese Zodiac)를 묘사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장·
단음계, 오음음계, 반음계, 배음음계(Overtone Scale), 그리스 선법(Greek
Mode)이 소개된다.

14) 7급, 8급에는 다악장(소나티네, 변주곡, 모음곡 등)으로 이루어진 작품들이 많

다. 본 연구에서는 각 악장들도 개별 된 작품으로 취급되어 분석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모든 악장들 포함한 전체 곡은 총 144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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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곡들은 대부분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내외의 단일 작품으로 이루

어져 있다. 10마디 내외의 짧은 곡들도 나타나는데 이는 모든 급수에서 난

이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분포되어 있다.15)

모든 곡들은 다채로운 표제를 지니고 있다.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동· 식

물, 놀이, 노래, 일상, 다양한 기분을 표현하는 소재는 물론 특정 인물, 특

정 장소, 오래된 옛날 악기, 자연, 타문화 소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

게 사용되어 있는데, 특히 캐나다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래의 <표 3>에서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다(장 미, 2016, p. 88).

<표 3> <우리시대의 음악>의 표제에 반영된 캐나다 관련 소재

소재 세부 내용

노래16)  노동요, 민요, 캐롤

자연 오로라, 협곡, 추운 밤, 극지방의 겨울, 눈 속의 성당

인물 에스키모인, 인디언 추장

동물
아기 바다표범(캐나다의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스모키 곰(캐나다의 산불예방 캐릭터), 노란 황제나비(캐나다의 나비)

장소 체스트필드 섬, 케이프브리튼 섬, 솔트스프링 섬

15) 각 급수마다의 학습곡들은 다음과 같은 마디 수 범위를 보인다.

예비: 4-24마디, 1급: 8-33마디, 2급: 8-32마디, 3급: 9-31마디, 4급: 11-43마디,

5급: 11-34마디, 6급: 11-40마디, 7급: 8-68마디, 8급: 11-59마디
16) 캐나다에서 불리는 노동요, 민요, 캐롤 선율을 차용한 곡들이 많다. 이 곡들은

대부분 기존 선율의 제목을 표제 그대로 반영한다. 선율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노동요: <Les Laftsmen>, 민요: <She’s Like the Swallow>, <La Belle

Françoise>, <Anti-Confederation Song>, 캐롤: <Ding Dong, Merrily on

High>, <The Divine Child was Born>, <Good King Wencelas>, <Twas in

the Moon of Winter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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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와 관련하여서는 악보 옆에 삽화17)와 본문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본문의 설명에는 표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음악 용어, 연

주 방법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일부 악보에서는 ‘스토리텔링 문구’ 혹

은 ‘의성어(“ ”)’가 직접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학습자들

로 하여금 음악적인 상상력과 표현력을 동원하여 20세기의 다양한 작곡기

법을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더불어, 이 교재는 다양한 박자와 리듬, 조성 및 화성, 템포, 악구, 셈여

림, 아티큘레이션과 연주테크닉, 그리고 20세기 특수기법들을 보여준다. 각

요소들은 단계적인 급수별 제시를 보이며 현대적으로 다루어져 있다.

(1) 박자와 리듬

박자는 아래의 <표 4>와 같이 모든 급수에서 새로운 개념들로 소개된

다. 예비급에서 2/4박자, 3/4박자, 4/4박자가 모두 제시되며 1급에서 4분음

표가 아닌 8분음표를 기준으로 하는 6/8박자와 4/8박자가 소개된다. 2급부

터는 본격적으로 2/2박자, 불규칙박자인 5/4박자, 3/4박자와 6/8박자가 수직

적으로 결합한 박자, 무박자와 같은 진보적인 박자가 등장한다. 4급은 변박

자를 처음으로 소개하는데, 이 개념은 이후 급수에서 많은 곡들에 나타나고

더욱 심화된다. 5급은 3/8박자, 6급은 9/8박자, 7급은 4/1박자, 그리고 8급은

12/8박자를 선보인다.

특별히 무박은 곡 전체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단편적인 카덴차나 우연성

부분에서 단편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또는 7/4박자, 변박자와 함께 어우

17) 교재의 표지와 삽화는 쿨타르의 딸 아담스(J. Adams)가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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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지면서 현대적인 박자들의 조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표 4> <우리시대의 음악>에 소개된 박자

급수 박자
예비 2/4, 3/4, 4/4

1 6/8, 4/8

2 2/2, 5/4, 3/4+6/8, 무박

4 변박자 

5 3/8

6 9/8

7 4/1, 7/4

8 12/8

리듬은 아래의 <표 5>와 같이 급수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비급은 4

분음표와 2분음표 조합의 단순한 리듬 패턴을 가장 많은 곡에서 보이며 그

외에는 붓점과 엇박 리듬, 그리고 1급에서 당김음을 어렵지 않은 범위 내

에서 소개해준다. 2급에서는 교차리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는 이후

급수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다가 8급에서 더욱 복잡해진 형태로 나타난다.

3급에서는 처음으로 16분음표가 등장하는데, 이 음가는 5급에서와 같이 빠

른 토카타 리듬으로 심화되거나 8급에서와 같이 32분음표와 결합되면서 다

채로운 세분된 리듬 구성을 보여준다. 특별히 리듬을 즉흥 연주하는 부분

은 7급에 소개된 우연성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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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우리시대의 음악>에 소개된 리듬

급수 음가 리듬

예비
♪ ♩

 단순 리듬, 붓점(♪), 엇박(♩♩♩)

1 오스티나토, 당김음, 리듬 확대, 리듬 모티브

2 아포지아투라 꾸밈음, 교차리듬(6/8, 4/3)18)

3  셋잇단음표( ), 스코틀랜드 스냅리듬( ), 비대칭리듬(3+2, 2+3)

4 꾸밈음(모르덴트, 트릴), 블루스리듬(♪♩♪), 교차리듬(2:3)

5
  토카타 리듬( ), 리듬 모티브 발전, 아르페지오, 

꾸밈음(하프음형)

6 강세의 위치 이동 빈번

7 교차리듬(3:2), 리듬 즉흥

8  다양한 잇단음표, 층거리꾸밈음, 다양한 교차리듬(2:3, 3:2, 4:3)

(2) 조성 및 화성

장· 단조의 조성감을 보이는 곡들은 전체 144곡 중 10여곡으로 극소하게

나타나있다. 더욱이 이 곡들은 정격종지와 변격종지를 사용하여 뚜렷한 조

성감을 보이기보다는 종지화음에 2도, 증4도, 7도 음정을 추가, 3음 생략,

반음계적인 전조, 전위 화음을 선호함으로써 조성감을 흐리려는 경향을 보

인다.

반면, 조성음악에서 벗어나 한 가지 중심음에 기초하고 있는 곡들은 전

급수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져 있다. 한 가

지 음을 중심으로 하는 것 외에도 두 음을 중심음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

18) 교차리듬은 연탄곡에서 간접적으로 처음 소개된다. 이 리듬은 학습자의 3/4박

자에서 2분할 리듬(Binary Rhythm)과 교사의 6/8박자에서 3분할 리듬(Ternary

Rhythm)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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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곡들은 반음계와 어우러지며 조성감을 느낄 수 없도록 많은 임시표

를 포함한다. 이 외에는 무조성(Atonality), 다조성(Bitonality), 복조성

(Polytonality), 확장조성(Expended Tonality)을 보여준다.

또 다른 경향은 <표 6>에서와 같이 다양한 음계들을 도입하는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 급수에서는 대부분 반음계(Chromatic Scale)가 자주

사용되어 있는데, 이 외에는 6음음계, 선법(Mode), 온음음계(Whole Tone

Scale), 오음음계(Pentatonic Scale), 12음렬(Twelve-Tone Row), 합성음계

(Synthetic or Artificial Scale), 범온음계주의(Pandiatonicism), 블루스 음계

(Blues Scale)와 같은 다채로운 음계들이 예비급부터 4급에 걸쳐 소개되어

있다. 5급부터는 새로운 음계를 소개하기보다 이전에 선행한 음계들을 한

곡 안에서 복합적으로 제시하는 형태를 보인다. 특별히 선법, 온음음계, 오

음음계, 합성음계, 12음렬은 교사지침서에서 별도로 언급될 만큼 20세기의

특별한 음계들로 다루어져 있다.

<표 6> <우리시대의 음악>에 소개된 장· 단음계 이외의 음계

급수 음계

예비 6음음계(일본음계), 반음계, 선법

1 온음음계

3 오음음계, 12음렬, 합성음계, 범온음계주의

4 블루스음계 

화성은 많은 곡들에서 3화음에 다양한 장· 단· 증· 감 음정들을 추가한

불협화음들로 제시되어 있다. 또는 9화음, 11화음, 13화음으로 확장된 3화

음, 6도를 첨가한 화음, 4도씩 쌓은 화음, 허위화음(False Chord)19), 복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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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hord), 허위관계(False Relation)20), 선법 종지(Modal Cadence)21), 범

온음계주의(Pandiatonicism), 화성의 흐름(Stream of Harmony)22), 장· 단3

화음의 교대 및 병행, 7도 화음의 병행, 페달 코드(Pedal Chord)23), 페달

포인트(Pedal Point), 음군(Tone Cluster)24), 배음(Overtone) 등 20세기에

나타난 새로운 화성 어법들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3) 템포

템포 지시어는 일반적인 메트로놈 표기와 이태리의 빠르기말 외에 학습

자들의 상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친근한 생활 용어로서 제시되어 있다. 일

상적인 템포 지시어는 특히 낮은 급수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빠

르게 망치를 두드리며(Hammer it out quickly)’, ‘거칠게(Roughly)’, ‘활기차

게(Wistfully)’, ‘행복하게(Happily)’ 등으로 나타난다. 가령 ‘빠르게 망치를

19) 3도보다 완전4도로 구성된 화성이다(Coulthard, Duke, Hansen, 1977-1978,

Teacher’s Manual I-VIII, p. 58).
20) 장· 단3도와 6도를 병치시켜 만든다(Coulthard, Duke, Hansen, 1977-1978,

Teacher’s Manual I-VIII, p. 58).
21) V-I나 IV-I의 종지가 아닌 선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VII-I의 새로운 종지 형태

이다(Coulthard, Duke, Hansen, 1977-1978, Teacher’s Manual I-VIII, p. 58).
22) 화성적인 대위법으로, 화음들의 사용을 통해 대조적으로 각각 두터워진 대위

성부들의 사용을 지칭한다(Coulthard, Duke, Hansen, 1977-1978, Teacher’s

Manual I-VIII, p. 58).
23) 20세기의 많은 작곡가들은 페달 효과를 위하여 페달음(Pedal Notes)의 오래된

어법 대신 전체 화음들을 사용하였다(Coulthard, Duke, Hansen, 1977-1978,

Teacher’s Manual I-VIII, p. 58).
24) 근접한 2도 음정을 쌓거나 음들을 무리지음으로써 형성되며, 이 음군은 손가

락 뿐 아니라 주먹과 팔꿈치를 사용하여 연주될 수 있다(Coulthard, Duke,

Hansen, 1977-1978, Teacher’s Manual I-VIII, p. 58). 음군은 ‘클러스터’, ‘소리

집단’, ‘밀집 음군’ 등으로 명칭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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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리며’ 지시어는 학습자로 하여금 빠르게 망치질을 하는 역동적인 분위

기를 연상시킴으로써 음악적 상상만으로 템포 개념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템포는 많은 곡들에서 빈번한 변화를 보인다. 이 또한 이태리 지시어

(Molto rit, Poco accel, A tempo, Poco allargando 등) 혹은 일상용어 지

시어(Little slower, Gradually slower, Gradually faster, Slight faster,

Back to time 등)로 나타난다. 템포는 악보에서 자주 나타나는 ‘늘임표()’
표기와 ‘스토리텔링 문구’로부터 변화되기도 한다.

(4) 악구

많은 곡들은 규칙적인 악구는 물론 5마디, 7마디, 10마디와 같은 불규칙

한 악구 구성을 보여준다. 한 예로 5마디 악구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악보 1>에서와 같은데, 규칙적인 4마디 악구에 손뼉을 치는 특수한 한

마디를 추가한 5마디(4+1)를 보여준다. 이 악구는 곡 전체에서 마지막 세

마디를 제외하고 무려 여섯 번이나 반복되어 있다.

<악보 1> 1급, 쿨타르, <작은 농담>, 5마디의 불규칙 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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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자와 마디선이 없는 흥미로운 악구 구성도 볼 수 있다. 이는 2급

과 4급에 한 곡씩 제시되는데, 한 예로 2급에서는 <악보 2>와 같이 무박

안에서 화성과 선율의 교대로 악구가 구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2> 2급, 듀크, <눈 속의 성당>, 악구 구분(텍스쳐 대조)

(5) 셈여림

셈여림은 전체 급수에 걸쳐 매우 폭넓게 나타난다. 예비급은 pp부터 ff사

이의 폭넓은 셈여림의 범위를 일찍이 소개하는데, 주로 극단적인 대조보다

는 단계적인 변화를 보인다. 또한 pp를 자주 제시하는데, 이는 1급에서

ppp로 더욱 확대된다. 여린 셈여림은 무엇보다도 종지 부분에서 특징적으

로 사용되어 있다. 반면 강한 셈여림인 fff는 3급에서 제시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종지에서 인상적으로 나타난다.

곡의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여림은 학습자들이 음

악적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문구와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특히 예비급수에서 많이 제시되는데, pp를 예로 들면 ‘메아리: 아주

멀리(Very far away)’, ‘선한 모든 어린이들은 하늘로 가요(All good

children go to heaven)’, ‘눈물이 떨어지는(Tears fall)’, ‘희미해지는 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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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de away—to silent)’와 같은 문구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

문구는 이후 급수에서는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금 나는 잠이 들어요

(I’m asleep now)’, ‘꽃잎이 떨어져 죽어가는(Dying away)’ 등 곡 일부에서

여전히 살펴볼 수 있다. 한 예로 5급은 아래의 <악보 3>과 같이 pp를 ‘멀

리서 들리는 종소리’(Chimes in the distance)로 묘사한다.

<악보 3> 5급, 쿨타르, <황혼>, 여린 셈여림 pp (스토리텔링 문구)

폭넓은 셈여림 제시와 관련하여 음역은 또한 피아노 건반의 모든 범위를

사용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피아노의 가장 낮은 A음과 가장 높은 B음을

초기 급수부터 경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최저음과 최상음은 많

은 덧줄을 포함한 음, 혹은 덧줄 표기를 대신한 음자리표 이동 및 옥타브

표기로서 제시된다.

(6) 아티큘레이션과 연주테크닉

레가토와 스타카토는 예비급에서 모두 소개된다. 아티큘레이션의 섬세한

터치를 설명하는 지시어는 1급부터 다양하게 나타난다. 레가토를 예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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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부드럽게 꿈꾸듯이(Quite softly and dreamily)’, ‘아름다운 음색으로

(Beautiful tone)’, ‘깊은 음색으로(Deep tone)’, ‘온화하게 흐르는 물을 떠올

리며(Remember gently flowing water)’, ‘섬세하고 우아하게(Delicately

and gracefully)’ 등과 같이 설명된다.

다음으로 연주테크닉은 아래의 <표 7>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초급 수준에서 자주 나타나는 고정된 음역에서의 다섯손가락 사용은

이 교재의 예비급에서 음역을 빈번하게 이동하는 다섯손가락의 사용으로

나타난다. 이 외에도 2성부 구성을 빈번하게 보임으로써 이른 급수부터 양

손의 독립된 테크닉을 향상시키며, 1급에서는 테누토, 논 레가토, 메조스타

카토, 포르타멘토, 마르카토, 스포르잔도25)를 모두 소개함으로써 손가락의

민감하고 감각적인 터치를 연마시킨다. 섬세한 터치는 이후 2급에서 긴 악

구의 유연한 끝 음 처리와 소리 없이 건반을 누르는 배음주법으로 심화된

다. 5급은 4성부 연주를 위한 양손의 상호 유기적인 조화 능력, 6급은 다양

한 아티큘레이션의 동시 구사와 빠른 음형의 민첩한 테크닉이 요구된다.

25) 1급, 4급, 7급은 아래와 같이 스포르잔도가 소개된다.

1급: sf, 4급: sfz, 7급: sff → sffz → sfff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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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우리시대의 음악>에 소개된 연주테크닉

급수 연주테크닉

예비
다섯손가락 자리의 빈번한 자리 이동, 양손 교대, 

손가락 교차, 페달 포인트, 양손 독립(대위진행)

1
정확한 핑거링, 손가락 독립(양손의 다른 아티큘레이션, 

왼손 선율, 긴 악구 처리, 넓은 음역
2 긴 악구의 유연한 처리(양손의 부드러운 이동, 끝 음에 손목 사용), 배음 
3 양손 교차, 팔의 무게를 이용한 꽉 찬 음색, 루바토
4 방향성 있는 프레이징 
5 4성부 독립과 균형
6 전체 스타카토

7
자유로운 핑거링, 신중한 루바토, 한 손가락으로 두 개의 음 누르기, 

3도 및 3화음 레가토 주법 병행

8
깔끔한 페달링, 4-5핑거링, 전체 레가토, 전체 논 레가토, 

다양한 아티큘레이션 동시 구사와 빠른 음형 연주 

한편, 페달은 <표 11>과 같이 1급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댐퍼페달은 1

급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며, 특히 학습자들이 많이 다뤄볼 기회가 많이 없

는 소프트페달과 소스테누토페달도 소개되어 있다.

<표 8> <우리시대의 음악>에 소개된 페달

급수 댐퍼페달 소스테누토페달 소프트페달

예비 제시 없음

 제시 없음 제시 없음

1 지속페달(부분)

2 논 레가토페달(부분), 지속페달과 레가토페달(부분)

3 레가토페달(전체), 지속페달(전체) 

4
레가토페달과 지속페달, 자유롭게 밟는 페달, 

미리 밟는 페달 

5 논 레가토페달과 지속페달

6
제시 없음

부분 제시

전체

7
제시 없음

8 소스테누토페달과 댐퍼페달의 동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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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댐퍼페달은 위의 <표 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다양한 페달기법으

로 나타난다. 댐퍼페달은 레가토페달, 논 레가토페달, 지속페달, 학습자가

자유롭게 밟는 페달로 분류 될 수 있다. 대부분은 부분적인 페달로서 제시

되는데, 특별히 지속페달은 곡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밟는 페달로도

소개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지속페달이 자아내는 현대적인 음향은 ‘종소리’,

‘안개’, ‘별’과 같은 인상적인 이미지로 적용되어 있다.

댐퍼페달과 달리 소프트페달은 곡에서 독특한 음색을 창출하기 위한 장

치로서 특별하게 사용되어 있다. 이 페달 또한 표제와 관련하여 유령의 이

미지를 묘사하여 준다. 소프트페달은 댐퍼페달과 달리 울림이 적은 희미한

음색으로서 표현된다. 이 페달은 6급에서 한 곡으로 소개된다.

소스테누토페달은 6급부터 8급까지 총 4곡으로 소개되는데, 마디 일부분

에 단편적으로 사용되어 있다. 이 페달은 20세기 기법인 음군과 맞물려 더

욱 특이한 음향을 자아내거나, 아래의 <악보 4>와 같이 댐퍼페달과 맞물

리면서 새로운 음색을 창출해준다. 아래와 같이 가장 낮은 성부에 제시된

A♭음은 소스테누토페달로 연결되고, A♭음 위의 나머지 음들은 댐퍼페달

로부터 울리게 된다.

<악보 4> 8급, 쿨타르, <세 개의 기괴한 춤> 중 2번 영혼의 춤, 페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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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세기 특수 기법

이 교재에는 다양한 20세기 작곡기법들 외에도 20세기 후반에 나타났던

특수한 기법들이 다양한 난이도에서 다채롭게 소개되어 있다. 소리 없이

건반을 누르는 배음, 글리산도, 손가락이나 주먹을 이용한 음군은 물론 피

아노 건반 밖의 기법들인 ‘피아노 현 굴리기(Sliding directly on the

strings inside the piano)’, ‘피아노 현 뜯기(Plucking the strings on the

inside of the piano)’, ‘댐퍼페달을 밟은 채로 피아노 두드리기(Hitting the

frame of the piano while damper pedal)’와 같은 기법들이 제공되어 있다.

이러한 기법들은 대부분 곡 전체에 빈번하게 사용되기 보다는 일부 곡에

서 부분적으로 배치된다. 아래의 <악보 5>는 피아노의 내부의 현을 굴리

는 예를 보여준다. 유령의 으스스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이 기법을 도

입하였다. 페달을 밟은 채로 양손을 교대하면서 피아노 내부의 현을 글리

산도 하듯 굴려 연주해야 한다. 이 기법은 악보에서 네 마디 동안 특수한

현대 기호로서 표기된다.

<악보 5> 5급, 한센, <유령의 계단>, 피아노 현 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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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악보 6>은 피아노 내부의 현을 뜯는 기법을 보여준다. G♯음에

해당하는 피아노의 현을 여섯 번 뜯어 연주해야 한다. 이 음향은 6시를 알

리는 자명종 소리로 묘사되어 있다. 악보에는 주법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

고 있으며, 음표는 또한 현대적으로 기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악보 6> 5급, 쿨타르, <흔들의자>, 피아노 현 뜯기

또 다른 예로 <악보 7>은 조용한 종지음 뒤에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음

군을 보여준다. 악보에서와 같이 음군은 ‘주먹을 사용하는 음군(Tone

cluster with fist)’으로 추가 설명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E음과 C음 사이에

있는 모든 음들을 주먹을 사용하여 sfffz의 강한 터치로 연주해야 한다.

<악보 7> 7급, 듀크, <반-동맹 노래: 뉴펀들랜드>, 음군



- 25 -

위의 내용과 같이 살펴본 <우리시대의 음악>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음악

적 특징들은 피아노 교육을 위한 작품을 창작하는데 유익한 음악적 재료들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피아노 교재의 다양한 난이도에서 이러한 특징

들을 반영하는 것은 새로운 음향과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작

적 소재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2) 교사지침서의 특징

<우리시대의 음악>은 1급부터 4급 그리고 5급부터 8급까지의 내용을 담

은 두 권의 교사지침서를 병행하고 있다. 이 교사지침서는 ‘분석’, ‘역사적

이디엄’, ‘테크닉’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각 학습곡들을 교육적으로 소개하는

데, 이 가운데 ‘역사적 이디엄’은 20세기 작곡기법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

일 수 있는 관련 문헌과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제공해준다.

첫 번째로 ‘역사적 이디엄’은 작곡기법과 관련하여 특정한 작곡가와 작품

을 연계적으로 설명해준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기능이 없는 7도 화음들은 드뷔시로부터 색채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기

법은 특히 그의 <프렐류드> 중 ‘아마 빛 머리의 소녀’에 나타난다

(Coulthard, 1977, Teachers Manual II, p. 32).

두 번째로, 20세기에 나타난 다양한 음악 경향을 소개하여 준다. 민족주의

(Nationalism), 인상주의(Impressionism), 표현주의(Expressionism), 점묘주의

(Pointillism), 음렬주의(Serialism), 신고전주의(Neo-Classicism), 관련주의



- 26 -

(Referentialism)의 경향이 제시된다. 한 예로 점묘주의를 살펴보면 아래의 내

용과 같이 소개된다.

점묘주의는 회화적인 용어에서 왔다. 이것은 두터운 화성적 음향보다

분리된 점(Point)의 사용으로 나타났다. 20세기 음악에서는 베베른26)의

섬세한 스타일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점묘주의 음악은 중심음이 없어

거의 항상 무조적이다(Hansen, 1977, Teacher’s Manual IV, p. 44).

마지막으로, 20세기의 음악적 경향을 보이는 다양한 작곡가들을 인용한

다. 이는 ‘역사적 이디엄’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한 부분이다. 인용

된 작곡가들은 1급부터 8급에 걸쳐 아래의 <표 9>와 같이 전체 56명으로

나타난다. 69%의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는 시대는 20세기로 작곡가들은 전

체 36명으로 산출된다.

36명의 20세기 작곡가들은 아래의 <표 10>과 같이 나열된다(가나다 순).

20세기 전반과 후반에 걸친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이태리, 영국,

헝가리, 그리스, 미국, 러시아, 캐나다에서 활동한 주요 작곡가들로 폭넓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6) 베베른은 제 2 비엔나 악파 가운데 가장 철저한 무조음악을 쓴 작곡가로, 음

정 도약이 심하고 음색이 자주 변화되며 음악의 흐름이 점들의 연속처럼 들리

는 인상을 보이는 점묘주의 음악을 선보였다(차호성, 오희숙, 김미옥, 2012,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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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교사지침서에 소개된 인용 작곡가의 시대별 분포

급수 작곡가 수(비율)

1-8

중세~르네상스 5명(10%)

바로크 1명(2%)

고전 3명(6%)

낭만 7명(13%)

20세기(현대) 36명(69%)

총 합계(%)   56명(100%)

<표 10> 교사지침서에 소개된 20세기 인용 작곡가

시대 작곡가

20세기 

구센스(E. Goosens), 드뷔시(C. Debussy), 라벨(M. Ravel), 메시앙(O. 

Messiaen), 미요(D. Milhaud), 바르톡(B. Bartok), 베르크(A. Berg), 베리오(L. 

Berio), 베베른(A. Webern), 부조니(F. Busoni), 뿔랑(F. Poulenc), 사티(E. 

Satie), 소머스(H. Somers), 쇤베르크(A. Schönberg), 쉐퍼(P. Schaeffer), 슈

톡하우젠(K. Stockhausen), 슈트라우스(R. Strauss), 스트라빈스키(I. 

Stravinsky), 아이브스(C. Ives), 오네게르(A. Honegger), 오릭(G. Auric), 월록

(P. Warlock), 윌리엄스(R. Williams), 제나키스(I. Xenakis), 카웰(H. Cowell), 

코다이(Z. Kodaly), 코플랜드(A. Copland), 쿨타르(J. Coulthard), 크셰넥(E. 

Krenek), 티페트(M. Tippett), 포스(L. Foss), 프로코피에프(S. Prokofiev), 하킨

스(J. Hawkins), 홀스트(G. Holst), 힌데미트(P. Hindemith) 

한편, <표 9>에서와 같이 20세기 외에 학습자들이 잘 소개받지 못하는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들까지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는 과거의 양식을 포괄하는 20세기적인 음악 경향이 반영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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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 20세기 이전의 작곡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세~르네

상스: 달자(J. A. Dalza), 몬테베르디(C. Monteverdi), 버드(W. Byrd), 아르

보(T. Arbeau), 파나비(G. Farnaby); 바로크: 바흐(J. S. Bach); 고전: 모차

르트(W. A. Mozart), 베토벤(L. v. Beethoven), 하이든(F. J. Haydn); 낭만:

리스트(F. Liszt), 림스키코르사코프(N. A. Rimsky-Korsakov), 무소르그스

키(M. Mussorgsky), 발라키레프(M. A. Balakirev), 브람스(J. Brahms), 쇼

팽(F. Chopin), 포레(G. Faur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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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장 · 단조 이외의 음계에 기초한 악곡 분석

<우리시대의 음악>은 세 명의 작곡가들이 교사지침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성을 탈피하기 위해 사용했던 교회선법, 온음음계, 오음음계, 12음

렬, 합성음계를 전체 144곡 중 36곡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다섯 가지 음계

에 기초한 곡들은 음계 외에도 20세기 작곡 기법들을 추가 적용하고 있어

다채로운 현대적인 음악스타일을 폭넓게 제안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해

당 음계인 교회선법, 온음음계, 오음음계, 12음렬, 합성음계에 기초한 36개

의 악곡들을 제시된 음계 순서대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1. 교회선법

쿨타르, 듀크, 한센은 교재에 소개된 선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선법들(Modes): 우리의 장· 단조 음계들의 시스템이 확립되기 전에, 음악

은 선법들에 기초했다; 20세기의 많은 작곡가들은 선법을 사용하는 관습

을 부활시켜왔다. 모든 선법들은 하나의 독특한 ‘온음-반음’ 패턴

(Tone-and–Semitone Pattern)을 갖으면서 각각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한

다. 온음-반음 패턴을 적용하면 도리아, 프리지아, 리디아, 믹소리디아, 에

올리아, 로크리아로 나타나는데, 순서대로 피아노의 흰 건반에서 D-D,

E-E, F-F, G-G, A-A, B-B 사이의 음들로 구성된다(Coulthard, Duke,

Hansen, 1977-1978, Teacher’s Manual I-VIII,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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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재와 교사지침서에서 소개되는 교회선법은 이오니아, 도리아, 프리지

아, 리디아, 믹소리디아, 에올리아, 로크리아로 나타난다. 이에 기초한 악곡들

은 아래의 <표 11>과 같이 예비급부터 8급까지 전체 18곡으로 제시된다.

각 선법마다는 에올리아 8곡, 도리아 5곡, 믹소리디아 2곡, 리디아 1곡, 프

리지아 1곡, 로크리아 1곡으로 나타난다. 솔로곡 외에 교사와 학습자가 함

께 연주하는 연탄곡은 예비급과 1급에서 전체 2곡으로 소개된다.

<표 11> 선법에 기초한 악곡 구성

급수 곡명 선법

예비

슬픈 춤(Sorrowful Dance) 에올리아

인디언 추장(Indian Chief) 에올리아

피카르디의 노엘(Noel de Picardie) 에올리아(이조)

*예쁜 여자아이(La Belle Françoise)
에올리아(이조),

이오니아

1

에올리아 자장가(Aeolian Lullaby) 에올리아

행진: 리디아(March: Lydian Mode) 리디아

곰의 춤: 프리지아(Bear Dance: Phrygian Mode) 프리지아

구름: 도리아(Clouds: Dorian Mode) 도리아

아리오소: 로크리아 (Arioso: Locrian Mode) 로크리아

러시아인의 봄 춤: 믹소리디아
(Russian Spring Dance: Mixolydian Mode)

믹소리디아

*지친 아기고양이의 자장가(Lullaby of the Exhausted Kitten) 믹소리디아(이조)

2

그녀는 제비처럼(She's Like the Swallow) 도리아

크리스토퍼를 위한 밤의 노래(Night Song for Christopher) 에올리아

눈 속의 성당(The Cathedral in the Snow) 에올리아(이조)

3
할머니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노래

(Grandmother's Favourite Christmas Song)
에올리아

5
르네상스 크리스마스 노래(Renaissance Christmas Song) 도리아

케이프브리튼 자장가(Cape Breton Lullaby) 도리아

7 중세의 크리스마스 캐롤(Medieval Christmas Carol) 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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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1>에서와 같이 가장 먼저 소개되는 선법은 예비급에서 자연

단음계와 동일한 음계 구성을 지닌 에올리아로 나타나며, 나머지 선법들은

다음 1급에서 모두 소개된다. 특별히 선법에 기초한 곡들은 완전히 새로운

창작곡 외에도 기존의 그레고리안 성가나 민속 선율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

다. 이는 도리아와 에올리아에 기초한 곡에서 많이 발견된다.

1급에서 듀크는 <행진: 리디아>, <곰의 춤: 프리지아>, <구름: 도리아>,

<아리오소: 로크리아>, <러시아인의 봄 춤: 믹소리디아>, <지친 아기고양

이의 자장가>를 연이어 수록하고 있는데, 교사지침서는 아래와 같은 작곡

의도를 언급한다.

1급에 소개된 듀크의 작품들은 다양한 선법성의 양상들을 탐구시키며,

6개의 작품들은 장조나 단조보다는 더 특별한 한 가지 선법을 제시한

다. 교사와 학습자들은 개별된 선법들의 독특한 색채를 곧 발견하게

될 것이다(Duke, 1977, Teacher’s Manual I, p. 20).

선법에 기초한 곡들은 다양한 표제를 반영하고 있다. 매우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던 선법은 표제에서 르네상스, 중세와 같은 옛 시대적 명칭으로

표현되어 있거나 혹은 할머니, 인디언과 같은 옛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각

선법마다 자아내는 분위기 또한 표제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단

조 느낌을 주는 에올리아 색채는 자장가, 밤의 노래, 슬픈 춤으로 혹은 장

조 느낌을 주는 리디아나 믹소리디아 색채는 명쾌한 느낌을 자아내는 행

진, 러시아인의 봄 춤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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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슬픈 춤>

이 곡의 음악적 특징은 아래의 <표 12>와 같다. 단선율과 부분적인 2성

부의 두 가지 구조를 보이며, 단선율은 양손을 교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4박자는 왈츠의 춤을 연상하게 하며, 느린 템포, 선율의 하행 진행, pp

부터 mf까지의 섬세한 셈여림, 부드러운 레가토 및 테누토 터치는 표제와

관련하여 곡의 슬픈 분위기를 잘 표현해준다.

<표 12> 예비급, 쿨타르, <슬픈 춤>의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AA’(A: 마디 1-8, A’: 마디 9-18)

박자 3/4

음계 A에올리아 선법

화성 양손 교대 시 8도 음정 도약, 4도· 5도· 7도의 다양한 수직음정

템포 Quite slowly and sadly(Assez lentement et tristement)

선율(악구) 양손 교대 단선율과 부분 2성부, 하행 선율

음역 F3-C5

셈여림 pp-mf

아티큘레이션 레가토, 테누토

이 작품에 적용된 A에올리아 음계는 아래의 <악보 8>과 같다.

<악보 8> A에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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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법은 아래의 <악보 9>와 같이 주로 양손을 교대하는 단선율로 나

타난다. 그러나 마디 11에서와 같이 선율이 반복될 때 부분적으로 2성부를

보이기도 한다.

선율은 마디 2-4와 같이 오른손에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진행을 특징

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8도의 도약진행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마디 2와

마디 10에서 양손을 교대하면서 나타난다.

<악보 9> 예비급, 쿨타르, <슬픈 춤>, 마디 1-4, 9-12

선율의 종지는 <악보 10>에서와 같이 8마디와 18마디에 있다. 8마디는

지배음(Dominant)인 E음에서, 18마디는 마침음(Finalis)인 A음에서 끝난다.

마지막 종지인 18마디에는 양손에 모두 마침음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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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예비급, 쿨타르, <슬픈 춤>, 마디 7-8, 17-18

이 선법은 하행하는 선율 진행과 여린 셈여림으로 표현되면서 곡의 슬픈

분위기와 관련하여 떨어지는 눈물을 연상시킨다. ‘떨어지는 눈물(The tears

fall)’은 <악보 11>과 같이 마지막 종지에 스토리텔링 문구로서 표기된다.

마디 14, 16, 18에서와 같이 선법 선율은 지속적으로 A음을 반복한다. 더

욱이 마지막 종지음인 양손의 A음은 늘임표의 사용으로 더욱 길게 강조된

다.

<악보 11> 예비급, 쿨타르, <슬픈 춤>, 마디 14-18



- 35 -

2) <인디언 추장>

이 곡은 에올리아 선법에 기초한 인디언 추장의 강렬한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 도약하는 선율진행과 강한 셈여림과 악센트가 인디언 추장의 장엄하

고 근엄한 모습을 묘사한다. 작곡가 쿨타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깃털이 달린 왕관과 예복을 입은 인디언 추장을 본적이 있나요? 그는

매우 권위 있고 장엄한 눈빛을 하고 있어요. 이 작품을 장엄하고 위엄

있게 연주해보세요. 나는 9살 때 처음으로 인디언을 보고 이 곡을 작

곡했답니다(Coulthard, 1980, Preliminary Book, p. 8).

이 곡에서 발견되는 주요 음악적 특징은 아래의 <표 13>과 같다. 각 악

구는 세 부분으로 4마디, 4마디, 5마디로 이루어진 전체 13마디의 통절형식

을 보인다. 사용된 선법은 A에올리아로 전체 단선율로서 제시된다. 단선율

은 양손으로 교대하면서 4도, 8도의 도약음정을 만들며, 특히 8도로 도약하

는 지배음인 E음은 인디언 추장의 강렬한 눈빛을 상상하게 한다.

셈여림은 f-mf-p로 점점 작아지는 구도로 나타나거나 f, pp와 같이 대조

적으로 다루어진다. 아티큘레이션 또한 악센트와 레가토의 대조 사용으로

나타난다. 음역은 주로 E3에서 E4까지 한 옥타브 내에서 이루어지며, 마지

막 두 마디에서만 A4음까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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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예비급, 쿨타르, <인디언 추장>의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통절(마디 1-13)

박자 4/4

음계 A에올리아 선법

화성 4도, 8도의 수직 음정

템포 Stately and slowly(Lentment and avec dignité)

선율(악구) 단선율 양손교대, 지배음에서 시작(4마디의 규칙적 악구)

음역 E3-A4

셈여림 pp-f
아티큘레이션 악센트, 레가토

이 작품에 적용된 A에올리아 음계는 아래의 <악보 12>와 같다.

<악보 12> A에올리아

이 선법은 아래의 <악보 13>에서와 같이 전체 제시된다. 양손으로 한

옥타브 내의 음들로 구성되는데, 선법의 7번째 음인 G음은 생략되어 있다.

<악보 13> 예비급, 쿨타르, <인디언 추장>, 마디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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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13>과 같이 곡 전체에서 4마디, 4마디, 5마디로 이루어진 악

구들은 마디 4에서 지배음인 E, 마디 8에서 마침음인 A, 마디 13에서 마침

음인 A을으로 종지한다. 종지음은 오른손, 왼손에 번갈아 각각 제시되고,

마지막 종지에서 양손에 옥타브 음정이 나타난다.

선율의 진행은 위의 <악보 13>과 같이 8도와 4도의 도약진행과 순차진

행으로 나타난다. 마디 1-2, 5-6에서 보이는 8도 도약은 지배음인 E음으로

양손을 교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때 악센트와 포르테의 셈여림 지

시가 그 음을 더욱 강조시킨다. 반면, 마디 3-4는 대조적으로 순차 진행한

다. 종지부분인 마디 10-13은 4도 음정을 특징적으로 보인다.

3) <피카르디의 노엘>

이 곡에는 크리스마스 노래 혹은 프랑스 피카르디 지역으로부터 온 노엘

선율을 차용되어 있다. 이 선율은 이니스폴(Innisfail)의 작은 알버타

(Alberta) 도시에서 처음 들었던 크리스마스 미사 선율이다(Duke, 1980,

Preliminary Book, p. 15). 선율의 출처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듀크의 설명으로부터 중세 교회선법으로부터 온 미사 선율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 곡에서 발견되는 주요 음악적 특징은 다음 아래의 <표 14>와 같다.

4마디씩 규칙적인 악구로 총 16마디를 보이며 8마디씩 2부분 형식을 보인

다. A에올리아가 아닌 이조된 D에올리아가 사용되어 있으며, 이 선법은 느

린 템포에서 단선율과 2성부 교대로 이루어져 있다. 2성부에서는 부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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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5도 음정과 부분적인 장· 단3화음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성당 내부에서

다채롭게 울려 퍼지는 한 음향을 묘사한다. 자주 나타나는 붙임줄은 이전

음들을 연결하여 긴 잔향을 남긴다. 셈여림은 순차적으로 커지거나 작아지

는 구도를 보인다.

<표 14> 예비급, 듀크, <피카르디의 노엘>의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AA’(A: 마디 1-8, A’: 마디 9-16)

박자 4/4

음계 D에올리아 선법

화성 양손의 수직적인 장· 단3화음, 단음종지, 5도 음정(Cold Harmony)

템포 Slower(Lent)

선율(악구) 단선율과 2성부 교대

음역 D3-D5

셈여림 p-mf

아티큘레이션 레가토

이 작품에서 이조된 D에올리아 음계는 아래의 <악보 14>와 같다.

<악보 14> D에올리아

이 선법은 듀크가 제시한 미사 선율로 작곡되며 아래의 <악보 15>와 같

다. 선율은 D에올리아 선법의 마침음인 D음으로 시작으로 하며 순차적으

로 상행하는 구조를 보인다. 6번째 음인 B♭음은 5-6마디에 사용되어 있

다. 이 선율은 16마디 동안 4마디를 기준으로 네 개의 악구를 형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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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음인 A음으로 세 악구를 마치다가 가장 마지막 악구에서 마침음인 D

음으로 종지되는 것을 보여준다.

<악보 15> 예비급, 듀크, <피카르디의 노엘>, 마디 1-16의 선율

각 악구는 아래의 <악보 16>의 마디 1-4, 9-12와 같이 단선율 교대, 마

디 5-8, 13-17과 같이 다성부로 제시된다. 2성부 악구에서 마디 6, 7, 8, 14

는 순서대로 B♭-D-F, A-D-E, A-C-E, C-E-G의 음들로 이루어진 다양

한 화음들을 형성한다.

<악보 16> 예비급, 듀크, <피카르디의 노엘>, 마디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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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법에서의 화성적인 종지는 아래의 <악보 17>과 같이 마디 6부터 마디

8 사이에 이루어진다. 6마디의 장3화음(B♭M)은 8마디의 단3화음(Am)으로

반음계적으로 하행하는 종지 형태를 보여준다. 두 화음 사이에는 마디 7에

제시된 D음이 계류음의 역할을 하면서 화성의 긴장감을 주지만, 다음 마디

에서 D음은 C음으로 하행되기 때문에 화성은 빠르게 이완된다.

<악보 17> 예비급, 듀크, <피카르디의 노엘>, 마디 6-8의 화성진행

4) <예쁜 여자아이>

이 곡은 예비급의 가장 마지막에 수록된 작품으로, 교사와 학습자가 한

대의 피아노에서 연주하는 연탄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곡에는 <악보

18>과 같이 프랑스-캐나다의 민속 노래(French-Canadian Folk Song)인

<예쁜 여자아이>(La Belle Françoise)의 선율이 차용된다. 표제는 차용된

선율 제목을 그대로 한다.

<악보 18> 전통 민요 <예쁜 여자아이>의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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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에서 발견되는 주요 음악적 특징은 <표 15>의 내용과 같다. D에올리

아 선법에 기초하면서 일부분 다른 선법인 이오니아로 이조되는 특이한 형태

를 보여준다. 학습자는 2마디 단위로 양손을 교대하여 차용 선율을 연주하는

데, 이때 교사는 세 가지 형태로 제시된 오스티나토 리듬을 화성적으로 반주해

준다. 연탄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두 연주자간의 균형적인 음색조절이 중요한

데, 이 곡에는 교사의 반주보다 학습자가 연주하는 주선율이 더욱 부각되도록

셈여림이 구분되어 있다(예- 교사: p, 학습자: mp).

<표 15> 예비급, 쿨타르, <예쁜 여자아이>의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AB (도입부: 마디 1-2, A: 마디 3-11, 경과구: 마디 12, B: 마디 13-23)

박자 3/4

음계 D에올리아 선법 → F이오니아 선법 → D에올리아 선법

화성 피카르디 3도 

템포
Like a song(Comme une chanson), 

Not fast, Gently(Pas vite, Gentiment)

선율(악구) <예쁜 여자아이>의 선율 차용, 양손 교대 단선율

음역 C4-A4

셈여림 pp-f
아티큘레이션 레가토, 테누토

이 작품에 적용된 D에올리아와 F이오니아 음계는 <악보 19>와 같다.

<악보 19> D에올리아, F이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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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에 차용된 선율은 아래의 <악보 20>과 같이 D에올리아 선법으로

학습자 파트에 제시되어 있다. 이 선율의 구성음들은 마침음인 D음부터 지

배음인 A음에 해당하는 다섯 개의 음들인 D-E-F-G-A로 간단하게 구성

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D에올리아 선법의 일곱 번째 음인 B♭음은 학습자

파트에서 한 번도 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사 파트에서 7마디의 베이스 성부를 보면 B♭음이 지속음으로

계속해서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습자는 D음부터 5도 이내의

음정을 연주함과 동시에 교사의 반주로부터 B♭음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

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선법의 색채를 느껴볼 수가 있다.

<악보 20> 예비급, 쿨타르, <예쁜 여자아이>, 마디 6-10

교사의 반주 형태는 아래의 <악보 21>과 같이 세 가지의 오스티나토 리

듬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이 리듬은 마디 4의 베이스 성부에서 ♫ꁝ, 마디

6에서 ꁞ, 마디 11에서 ꁝ♩로 조금씩 변화된다. AB형식 중 B의 시작 부

분인 마디 11의 ꁝ♩리듬은 5도 음정으로 무겁게 나타나면서 분위기를 전

환시킨다. 학습자는 교사의 대조적인 오스티나토를 통해 형식을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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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예비급, 쿨타르, <예쁜 여자아이>, 마디 4-14(연주자 2)

B부분의 첫 시작인 마디 11은 아래의 <악보 22>에서와 같이 F이오니아

로 이조된다. 교사의 반주에서 F음은 계속해서 강조된다. 마디 10에서의 B

♭음은 F이오니아 선법에서 네 번째 음에 해당하는데, 이 음은 마디 16에

서도 등장한다. 또한 마디 11은 F음을 마침음으로 하는 FM의 장3화음으로

나타나고 있어 F이오니아로 부분 이조하는 과정을 더욱 잘 보여준다.

학습자의 선율은 마디 13에서 F음, 마디 14에서 C음, 마디 15에서 다시

F음으로 진행하는데, 이는 F이오니아의 마침음인 F음과 지배음인 C음으로

나타난다.

<악보 22> 예비급, 쿨타르, <예쁜 여자아이>, 마디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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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의 종지는 <악보 23>과 같이 특별하게 제시된다. 선율이 끝날 무

렵에는 선법 외의 F♯음이 무지카픽타(Musica Ficta)27)로 처리되어 있다.

D에올리아 선법에서 D음을 근음으로 하는 3화음은 D-F-A의 단3화음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3음인 F음은 무지카픽타의 처리로 F♯음으로 나타난

다. 이는 악보 곳곳에 제시되는데 마치 피카르디 3도 종지를 연상시킨다.

마지막 종지음은 D음으로 나타나고 있어 F이오니아 선법이 다시 원래의

D에올리아 선법으로 회기 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마지막 종지음은 마침

음인 D음과 지배음인 A음이 5도 음정으로 나타난다.

<악보 23> 예비급, 쿨타르, <예쁜 여자아이>, 마디 18-23

27) 무지카픽타는 규칙에 따라 악보에 기보되어 있지 않은 임시표를 적용하여 연

주하던 관습이다. 이 사용은 궁극적으로 중세의 선법 체계가 확대되는 길을 열

어주었다(이영민, 2005,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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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올리아 자장가>

1급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선법 곡으로, 아름답고 조용한 자장가의 선

율을 표현해준다. 주요 음악적 특징은 아래의 <표 16>과 같다. 예비급과

달리 보다 확대된 24마디 구성으로 3부분 형식을 이룬다. 3/4박자 안에서

온화한 보통 빠르기의 템포로 나타난다. A에올리아 선법은 선율과 반주로

구성된 2성부를 보이는데, 특히 전체 오른손에 제시되는 선율에 있어서는

긴 호흡을 요하는 4마디 악구로 처리되어 있다. 표제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고요하고 온화한 분위기는 mp-p의 여린 셈여림, 악구의 종지에 적힌 ‘점점

느리게’의 지시어로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아기를 좌우로 흔드는 요람의

느낌은 ♩의 리듬에서 느껴볼 수 있다.

<표 16> 1급, 한센, <에올리아 자장가>의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ABA(A: 마디 1-8, B: 마디 9-16, A’: 마디 17-24)

박자 3/4

음계 A에올리아 선법

화성 4도와 5도 음정 반주, 4도 음정 종지

템포 Gently(Gentiment), Moderate(Modéré)

선율(악구) 대부분 순차진행(규칙적인 4마디 악구) 

음역 E3-C5

셈여림 p-mp

아티큘레이션 레가토

인용 작곡가 및 경향 선법: 포레, 드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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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에 적용된 A에올리아 음계는 아래의 <악보 24>와 같다.

<악보 24> A에올리아

이 선법은 2성부의 자유로운 진행으로 제시되는데, 특히 오른손의 주선

율은 대부분 도약 없이 순차적인 진행을 보여준다. 그 가운데 B부분에는

아래의 <악보 25>와 같이 C음에서 D음까지 선법의 모든 음계를 순차적으

로 하행시키는 패시지를 보여준다. 즉 학습자는 이 패시지를 어렵지 않게

연주하면서 장· 단음계와는 다른 선법 특유의 색채를 경험하게 된다.

<악보 25> 1급, 한센, <에올리아 자장가>, 마디 9-12

다른 성부에서 선율은 아래의 <악보 26>과 같이 A와 A’부분에서 반주

형태에 가까운 대위적인 선율로 제시된다. 마디 1의 왼손 반주는 A음과 E

음으로 이루어진 5도 음정의 첨가로 나타나며, 마디 17의 오른손 반주는 B

음과 E음으로 이루어진 4도 음정으로 달리 제시된다. 주 선율은 A부분에

서 오른손에 나타나고 A’부분은 왼손에서 한 옥타브 낮게 재현되는데, 서



- 47 -

로 다르게 제시된 음정으로부터 선율은 같지만 화성적인 색채는 다르게 나

타난다. 마디 13, 17, 19에서는 일부 수직적인 불협화적인 음정을 들을 수

있다.

<악보 26> 1급, 한센, <에올리아 자장가>, 마디 1-4, 17-20

각 악구의 종지들은 조성감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래의 <악보

27>과 같이 3음을 결여시킨 화음으로 제시된다. 마디 9, 17은 3음인 G♯

음, 마디 25는 3음인 C음이 결여되어 있다. 종지는 단음으로 제시되거나 3

음이 결여된 5도 음정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왼손 선율은 일반적으로 조성음악이 보이는 딸림음에서 으뜸음으로

의 도약 종지와 달리, 아래의 <악보 27>과 같이 C음에서 B음으로 혹은 B음

에서 A음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종지의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기법은 선

법 종지에서 자주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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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1급, 한센, <에올리아 자장가>, 마디 8-9, 16-17, 24-25

6) <크리스토퍼를 위한 밤의 노래>

이 곡에서 발견되는 주요 음악적 특징은 아래의 <표 17>과 같다. 짧은

코다를 포함하여 전체 20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코다에서는 rit 지시

어와 높은 음역이 제시되면서 크리스토퍼가 꿈을 꾸는 꿈 속 장면을 상상

하게 해준다. 이 자장가는 3박자에서 매우 느린 빠르기, 매우 여린 ppp 셈

여림으로 부드럽고 온화한 분위기로 나타나 있다. A에올리아 선법으로 구

성된 이 자장가의 주선율은 오른손에 모두 제시되고, 왼손에서는 펼침 3화

음 반주와 자유로운 대위 선율로 구성된다. 왼손의 대위선율은 일정한 4분

음표 음가들로 이루어져 있어 크리스토퍼가 꿈 속에서 걸어가는 한 장면을

상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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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2급, 한센, <크리스토퍼를 위한 밤의 노래>의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AB(A: 마디 1-8, B: 마디 9-16, 코다: 17-20) 

박자 3/4

음계 A에올리아 선법

화성 2도· 7도의 수직적 불협화음정

템포 Very slowly(Très lentement)

선율(악구) 2성부, 오른손 선율

음역 G3-A6

셈여림 ppp-mf

아티큘레이션 매우 온화하고 부드러운 레가토

인용 작곡가 및 경향 프랑스 6인조: 뿔랑, 오릭

특히 이 곡에는 2도와 7도의 수직적인 음정 사용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데, 작곡가 한센은 이 기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더한다.

이디엄(Idioms): 느리고 활기찬 왈츠 분위기는 프랑스 6인조 작곡가들

특히 뿔랑과 오릭의 상당히 유명한 스타일을 제안한다. 2도와 7도 음정

들은 1920년대 프랑스 음악의 경향을 상당히 많이 지니고 있다(Hansen,

1977, Teacher’s Manual II, p. 26).

프랑스 6인조 가운데서 가치 있는 건반악기 음악을 쓴 유일한 작곡가는

뿔랑이 있다(Gillespie, 2008, p. 427). 한 예로 그의 작품 <무궁동> 중 ‘3번’

에는 <악보 28>과 같이 2도와 7도의 빈번한 사용을 살펴볼 수 있다. 왼손

의 반주에서 2도 음정이 추가되었으며, 이 음정의 B♭음은 오른손의 A음

과 수직적으로 7도를 형성한다.



- 50 -

<악보 28> 뿔랑, <무궁동> 중 ‘3번’, 마디 40-41

다음으로, 한센의 <크리스토퍼를 위한 밤의 노래>에 적용된 A에올리아

음계는 아래의 <악보 29>와 같다.

<악보 29> A에올리아 

이 선법은 전체 20마디에 걸쳐 선율과 반주 구성의 2성부로 제시된다.

오른손에 제시된 주선율을 살펴보면 아래의 <악보 30>과 같다. 선율은 전

체적으로 지배음인 E음과 마침음인 A음 두 가지로 크게 중심을 이룬다. E

음은 두 마디를 단위로 마디 1, 3, 5, 7에서 계속해서 첫 박에 강조되어 있

으며, 마디 9부터는 자유로운 선율 진행을 보이다가 마디 15부터 다시 지

배음인 A음을 6마디 동안 여러 음역에서 강조한다.

선율의 진행은 이전 급수와 달리 더욱 도약적인 진행을 보인다. 특히 코

다부분에서 마침음인 A음은 마디 15-20에 걸쳐 두 마디 단위로 연이어 8

도 상행도약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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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2급, 한센, <크리스토퍼를 위한 밤의 노래>, 전체 선율

선율 외의 왼손 반주는 펼친 화음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잠시 네 마디 동

안만 나타나다가 이후에는 대위적으로 진행한다. 아래 <악보 31>의 마디

2, 4, 9, 14와 같이 대위 진행은 수직적인 2도와 7도 음정을 부분적으로 형

성한다. 마디 13에서는 증4도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음정들은 모두 마디의

첫 박에 제시되어 불협화적인 음향을 강조한다. 동시에 다음 음으로 협화

적으로 해결되는 과정도 볼 수 있다.

<악보 31> 2급, 한센, <크리스토퍼를 위한 밤의 노래>, 마디 1-4, 8-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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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올리아 선법은 A자연단음계의 구성음과 같지만, A화성단음계에서는

이끈음인 일곱 번째 G♯음을 포함하고 있어 A에올리아의 G음과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아래의 <악보 32>은 G음을 제시하여 보다 선법적인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악보 32> 2급, 한센, <크리스토퍼를 위한 밤의 노래>, 마디 7-8

7) <눈 속의 성당>

이 곡에는 중세의 그레고리안 성가로 불린 <임하소서 임마누엘>(O

Come, O Come, Emmanuel)의 선율이 차용되어 있다. 에올리아 선법으로

이루어지며 원전 악보를 5선 악보로 기보하면 아래의 <악보 33>과 같다.

<악보 33> 그레고리안 성가 <임하소서 임마누엘>의 선율(원전악보, 5선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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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에서 발견되는 주요 음악적 특징은 <표 18>에서 보이는 바와 같

다. 옛 스타일과 현대 스타일이 공존하는 특이한 구조를 보이인다. 옛 스타

일의 느낌은 단선율 그대로 제시되고 반면 현대 스타일은 박자와 마디가

없는 현대 악보 표기, 지속페달, 셈여림의 극단적인 대조로 나타난다.

<표 18> 2급, 듀크, <눈 속의 성당>의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통절(마디 1)
박자 없음

음계 D에올리아 선법

화성 4도, 5도 음정들로 이루어진 20세기 화성(지속페달로 섞임)

템포 Very slowly(Très lentement)

선율(악구)
그레고리안 성가 <임하소서 임마누엘>의 선율 차용, 

선율의 단편과 양손 교대(비교적 규칙적인 길이의 악구) 
음역 C2-D6

셈여림 ppp-f
아티큘레이션 레가토
인용 작곡가 및 경향 관련주의: 베리오, 포스, 하킨스

지속페달로 인한 음향은 20세기적인 화성 색채를 자아내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있다. 이는 표제와 관련하여 천창이 높은 성당 내부에서 울려 퍼

지는 이색적인 음향을 상상시킨다. 이 곡은 관련주의 작품으로서 작곡되었

는데, 듀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역사적 이디엄(Historical Idioms): 순수 관련주의(Pure Referentialism)

란 우리가 1960년대와 연결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다. 이는 특별히 루

치아노 베리오의 <신포니아>28), 루카스 포스의 <바로크 변주곡>, 또

28) 8명의 성악가와 관현악을 위한 <신포니아>는 인용 음악의 초기 형태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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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캐나다 작곡가 존 하킨스의 <회상>의 세 가지 예시로서 언급될 수

있다. 이 ‘이디엄’에는 많은 뿌리들이 있으나 예술에는 한 가지 근원을

지니고 있다. 1920년대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예상치 않은 효과들을 창

조하기 위해서 사실적이지 않은 이미지들의 모든 종류를 혼합하는 것

을 즐겼다(Duke, 1977, Teacher’s Manual II, p. 31).

다음, 이 작품에 적용된 D에올리아의 이조 음계는 <악보 34>와 같다.

<악보 34> D에올리아 

차용된 그레고리안 성가 선율은 아래의 <악보 35>와 같이 화성과 선율

패시지가 교대하는 특이한 구조 속에서 제시된다. 선율은 앞· 뒤로 화성

패시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 호흡으로 노래를 부르듯 가사에 따라

한 소절씩 제시되어 있다. 이 선율은 양손에 교대로 제시된다.

<악보 35> 2급, 듀크, <눈 속의 성당>, 화음과 선율 패시지의 교대

주는 시도 작품으로 말러(G. Mahler, 1860-1911) 및 여러 작곡가들의 특정한

부분들이 인용되었는데 이는 인용음악의 한 방식인 꼴라쥬 기법의 절정을 보여

준다(오희숙, 2004, pp. 31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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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 외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화음 패시지를 별도로 살펴보면, 아래의

<악보 36>과 같은 진행을 보인다. 전체 13가지 화음으로 추출되는데, 이들

은 모두 5도 음정에 기초하여 상· 하 도약하는 병행 구조를 보인다. 마지

막 12번째와 13번째 화음 사이는 매우 극단적인 도약된다. 8번째 화음과

11번째 화음은 두 가지의 5도 음정을 중첩한 불협화음으로 나타난다. 특별

하게도 8번째 화음은 D에올리아 선법 구성음에 해당하지 않는 E♭음과 A

♭음을 추가한 것으로, 더욱 20세기적인 불협화적인 음향의 색채를 나타내

고자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악보 36> 2급, 듀크, <눈 속의 성당>, 전체 화성진행

8) <할머니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노래>

이 곡에는 캐나다의 휴런 캐롤 <달 밝은 겨울 밤>(Twas in the Moon

of Wintertime) 선율이 차용되어있다. 이 에올리아 선법으로 작곡된 선율

은 프랑스의 전통 민요인 <젊은 아가씨>(Une Jeune Pucelle)로부터 유래

된다(Coulthard, 1977, Teacher’s Manual III, p. 40).29) 오래 전부터 불려온

29)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 브레뵈프(J. de Brébeuf, 1593-1649)는 캐나다의 원주민

인 휴런족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젊은 아가씨’ 선율에 기독교적인 가

사를 붙였다(Duke, 1977, p. 40). 이 노래는 휴런족들에게 ‘예수가 탄생하다

(Jesus Ahantonhia)’라는 제목으로 불렸다. 이후 미들톤(J. E. Middleton,

1872-1960)은 가사를 영어로 번역하여 ‘달 밝은 겨울 밤’이라는 제목을 붙였으



- 56 -

이 선율의 옛 분위기는 표제에서 느껴볼 수 있다.

이 곡에서 발견되는 주요 음악적 특징은 다음 <표 19>의 내용과 같다.

전체 9마디의 짧은 통절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성부의 자유로운 카논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위진행에 있어서 음정은 수평적으로 4도 음정

간의 도약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수직적으로는 7도 불협화음정을 부분적

으로 만든다. 악구는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두 마디 마다 늘임표 혹

은 숨표를 표기하여 악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셈여림은 pp-mf 사이

의 범위에서 섬세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절대 크지 않도록 아름다운 레가

토 음색으로 연주해야한다(Coulthard, Book III, 1977, p. 26). 더불어 쿨타

르는 선법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이디엄(Idioms): 선법의 사용은 20세기 초 프랑스 작곡가들까지 기록

된다. 드뷔시는 고전시대의 장· 단조 음계들과 낭만후기기 극단적인

반음계주의를 경감시키기 위해 교회선법을 부활시켰다(Coulthard,

1977, Teacher’s Manual III, p. 40).

며, 이 선율은 오늘날 ⌜찬송가⌟에 ‘그 고요하고 쓸쓸한’ 제목의 곡으로 수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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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3급, 쿨타르, <할머니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노래>의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통절(마디 1-9) 

박자 4/4

음계 A에올리아 선법

화성 4도 음정, 7도 수직적 불협화음정

템포 Moderately and very simply(Modérément et très simplement)

선율(악구)
휴런 캐롤 <달 밝은 겨울 밤>의 선율 차용, 2성부 대위진행, 

자유 카논(늘임표로 악구 구분)

음역 A2-E5

셈여림 pp-mf

아티큘레이션 레가토, 테누토

인용 작곡가 및 경향 선법: 드뷔시

이 작품에 적용된 A에올리아 음계는 아래의 <악보 37>과 같다.

<악보 37> A에올리아

선법은 아래의 <악보 38>과 같이 2성부로 구성되며 자유로운 카논 기법

으로 재구성된다. 주선율은 마침음인 A음을 중심으로 오른손에서 먼저 제

시되고 왼손은 그 뒤를 이어 8도 간격으로 모방한다. 그러나 왼손 성부는

한 마디만을 잠깐 모방하다 곧바로 종지된다. 두 성부는 대위진행을 보이

면서 수직적으로 3도부터 7도까지 다양한 음정들을 만드는데, 특히 7도 불

협화음정은 마디 1과 마디 3에서 E음과 D음으로, 그리고 마디 6에서 C음

과 B음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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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 3급, 쿨타르, <할머니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노래>, 마디 1-4

  

선율은 대부분 순차 진행하지만, 아래의 <악보 39>에서와 같이 대부분

의 마디에서 수평적인 완전 4음정의 도약진행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음정은 D도리아의 지배음인 E음과 마침음인 A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왼

손의 모방하는 성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4도 음정은 마디 2의 왼손

종지에도 나타나며 마디 8-9와 같이 긴 음가로 제시된 음들 사이에서도

하행하며 제시된다. 곡 전체에 있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4도 음정의 울

림은 선법적인 색채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악보 39> 3급, 쿨타르, <할머니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노래>, 마디 1-4,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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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름>

이 곡에서 발견되는 주요 음악적 특징은 아래 <표 20>의 내용과 같다.

<표 20> 1급, 듀크, <구름>의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AB(도입부: 마디 1-2, A: 마디 3-10, A´: 마디 11-18)
박자 4/4
음계 D도리아 선법
화성 5도· 4도· 7도 음정으로 이루어진 각진 오스티나토 반주
템포 Moderate(Modéré)
선율(악구) 선율의 단편이 흩어져 사용, 정처 없이 떠도는 선율
음역 D3-A6
셈여림 ppp-mp
아티큘레이션 꿈꾸듯이 부드러운 레가토 

인용 작곡가 및 경향
1) 프랑스적 느낌, 오스티나토: 사티 

2) 오스티나토: 스트라빈스키

위의 <표 20>과 같이 2마디의 짧은 도입부를 갖는 2부분 형식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전체 2성부를 보여준다. 표제의 구름 이미지는 도리아 선법,

오스티나토, ppp의 셈여림, 높은 음역, 레가토의 사용으로 잘 묘사되어 있

다.

특히 듀크는 부유하며 떠도는 구름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이끈음이

없는 선법 중에서도 도리아 선법을 사용하였으며, 오스티나토 반주를 제시

하여 정적인 구름의 움직임을 더욱 묘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지침서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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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엄(Idioms): 오스티나토 반주는 스트라빈스키와 초기 프랑스 작곡가

사티를 연상시킨다; 이 학습곡은 다소 정적이면서도 정처 없이 떠도는 절

대적으로 ‘프랑스적인 느낌(French Feeling)’을 자아낸다. 프랑스적인 느낌

을 이해할 수 있다면 듣고 연주하기에 매우 흥미로운 작품인 사티의 <스

포츠와 여흥>을 찾을 수 있다(Duke, 1977, Teacher’s Manual I, p. 21).30)

사티의 <스포츠와 여흥>은 총 21개의 짧은 표제 작품으로 이루어진

모음곡으로, 많은 곡에서 오스티나토와 선법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한

예로 8번 ‘요트 놀이’를 <악보 40>에서 살펴보면 F#리디아 선법과 오스

티나토 기법이 사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악보 40> 사티, <스포츠와 여흥>, 8번 ‘요트 놀이’의 일부

30) 사티는 단순함과 즉흥성을 추구하고 그레고리오 성가와 중세 선법에 많은 관

심을 기울임으로써 기존의 장· 단조 체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김용환, 2002,

p. 386). 그는 전통적인 기능화성의 법칙을 벗어나 단순한 선율을 표현하기 위

한 음향적인 배경으로 화성을 사용하였으며, 조성면에 있어서도 교회선법에 기

초하거나 반음계적인 관계의 조성들을 무작위로 나열하는 기법을 선호하였다

(최현숙, 2008,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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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크의 <구름>에 적용된 D도리아 음계는 아래의 <악보 41>과 같다.

<악보 41> D도리아 

선법은 왼손의 오스티나토와 오른손의 주선율로 이루어진 2성부로 구성

된다. 오른손 선율은 아래의 <악보 42>와 같이 D도리아의 지배음인 A음

으로 시작한다. 마디 4, 8의 선율 종지음은 도리아 선법 마침음의 다음 음

인 E음으로 제시되어 있어 불안정한 느낌을 주는데, 이는 하늘에 정처 없

이 떠 있는 구름의 이미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해준다.

<악보 42> 1급, 듀크, <구름>, 마디 1-8의 선율

전체 마디에서 쉬지 않고 시종일관 지속되는 왼손의 오스티나토 음형에

서는 마침음인 D음이 매우 강조되어 있다. 아래의 <악보 43>과 같이

D-A-G-C의 음 구성을 보인다. 첫 박마다 D음이 강조되어 있으며, D도리

아의 일곱 번째 음인 C음도 함께 제시되어 있어 선법 색채가 보다 분명하

게 드러난다.31)

31) 7도 도약이 어려운 손이 작은 학습자들은 옥타브 높은 D음으로 대체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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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3> 1급, 듀크, <구름>, 마디 1-8

10) <그녀는 제비처럼>

이 곡에는 캐나다의 노바스코챠(Nova Scotia)에서 불린 한 민속 노래인

<그녀는 제비처럼>(She’s Like the Swallow)의 선율이 그대로 차용되어

있다. 이 선율은 2성부 카논기법으로 편곡되는데, 각 성부는 표제에서의

‘그녀’와 ‘제비’로 의인화 되어있다. 듀크는 이 선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시해준다.

이 곡은 노바스코챠의 사랑스럽고도 슬픈 민속 선율 <그녀는 제비처

럼>을 차용한다. 20세기의 많은 작곡가들은 민속 선율을 가지고 자기

만의 음악으로 작곡해왔다(Duke, 1977, Teacher’s Manual II, p. 8).

주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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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에서 발견되는 주요 음악적 특징은 아래의 <표 21>의 내용과 같

다. 기존 선율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길이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전체 16

마디의 통절형식을 보인다. 사용된 리듬은 매우 단순한 편이지만 2성부 카

논으로 양손의 리듬은 보다 복잡해지며, 성부 진행에 있어서는 수직적으로

다양한 불협화 음정을 형성한다. 선율은 10도 내의 음역 안에서 진행된다.

<표 21> 2급, 듀크, <그녀는 제비처럼>의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통절(마디 1-16)

박자 3/4

음계 D도리아 선법

화성 첫 박마다 제시되는 수직적인 불협화음정

템포 Wistfully(D’un air songeur et triste), Moderate(Modéré)

선율(악구) <그녀는 제비처럼>의 선율 차용, 2성부 카논

음역 D3-F5

셈여림 mp-f
아티큘레이션 레가토

인용 작곡가 및 경향
1) 민속선율의 사용: 바르톡, 코다이, 윌리암스, 코플랜드, 소머스

2) 불협화적인 카논대위: 스트라빈스키

이 작품에 적용된 D도리아 음계는 아래의 <악보 44>와 같다.

<악보 44> D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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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에 차용된 선율은 도리아로 선법으로 나타나며, 2성부 카논 구성을

보인다. 오른손 성부가 먼저 제시되고 뒤이어 왼손에서 한마디 후에 8도로

모방된다. 두 성부는 서로 어우러지면서 한성부가 순차 진행할 때 다른 성

부에서 도약진행하거나, 두 성부가 병행하거나 반진행하는 등의 조화로운

성부 구성을 보인다.

선율의 진행은 전체 마디에 걸쳐 대부분 순차적인 진행으로 나타나지만

아래의 <악보 45>에서와 같이 도약적인 진행을 특징적으로 보이기도 한

다. D도리아의 마침음인 D음과 지배음인 A음으로 구성된 5도 음정과 전위

된 4도 음정의 상· 하 도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디 3에서 두 성부는 5

도 음정으로 병진행하거나, 마디 5에서와 같이 각각 4도와 5도 음정 간격

으로 반진행 한다.

<악보 45> 2급, 듀크, <그녀는 제비처럼>, 마디 1-5

특히 첫 선율에서 A음에서 D음으로 하행하는 5도 음정은 동기적 음정으

로 사용되어 있는데, 아래의 <악보 46>과 같이 종지 부분에서 왼손 성부

에 나타나 있다. 또한 마지막 종지음인 D-A음에서도 3음이 결여된 5도 종

지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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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6> 2급, 듀크, <그녀는 제비처럼>, 마디 14-16

두 성부는 또한 수직적으로 만나면서 불협화음정을 형성하게 된다. 가장

불협화적인 음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부분은 아래의 <악보

47>과 같다. 마침음 D와 일곱 번째 음인 C음이 계속해서 반진행하면서 장

2도와 단7도의 부딪히는 불협화음정을 형성한다.

<악보 47> 2급, 듀크, <그녀는 제비처럼>, 마디 8-11

11) <르네상스 크리스마스 노래>

이 곡의 주요 음악적 특징은 아래 <표 22>의 내용과 같다. 옛 민요 스

타일을 보여주는 곡으로서 르네상스의 크리스마스 노래의 전형적인 형식인

4마디의 규칙적인 악구, 즉 A, A₁, B, A₂의 구조를 보인다(Duke,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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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V, p. 16). 각 악구마다는 p, mp, mp, f의 단계적인 셈여림으로서 상

이하게 제시되어 있다. 전체 4성부의 대위기법으로 작곡되었는데, 도리아

선법은 최상성부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있다. 왼손의 베이스와 테너 성부

에는 드론베이스가 사용되어 있으며, 그 외의 다른 성부에는 일부 무지카

픽타가 제시된다. 이 곡에서 불협화음정들은 후기 르네상스 풍의 하나인

리릭효과를 보여준다(Duke, 1978, Teacher’s Manual V, p. 16).

<표 22> 5급, 듀크, <르네상스 크리스마스 노래>의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AA₁BA₂

(A: 마디 1-4, A₁: 마디 5-8, B: 마디 9-12, A₂: 마디 13-16)
박자 4/4

음계 D도리아 선법

화성 드론베이스, 무지카픽타의 사용- C♯음

템포 Very slowly(Très lentement), Cantabile(Cantabile)

선율(악구)
르네상스 시기의 민속노래 선율스타일, 양손에 선율 등장, 

4성부(4마디 규칙 악구)
음역 D1-D5

셈여림 pp-f
아티큘레이션 레가토, 꾸밈음(약간의 루바토)

인용 작곡가 및 경향
1) 민속음악과 선법의 확장사용: 윌리암스, 월록, 티페트

2) 르네상스 풍미: 버드, 몬테베르디

이 작품에 적용된 D도리아 음계는 아래의 <악보 48>과 같다.

<악보 48> D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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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아 선법은 대위적인 4성부로 제시되는데 가장 최상성부에서 선율의 반복

적인 사용을 볼 수 있다. 각 악구는 4마디씩 AA₁BA₂로 제시된다. 먼저 A선율

은 <악보 49>와 같이 마침음인 D음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지배음인 A음으로

의 5도 도약한다. 이 A선율은 A₁와 A₂부분에서도 다시 반복되는데 일부 리듬

과 음정을 변형한 것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선율의 시작음인 D음은 동일하게

강조되어 있다.

<악보 49> 5급, 듀크, <르네상스 크리스마스 노래>, A, A₁, A₂의 선율

최상성부에서 살펴본 마침음 D음과 지배음 A음은 선율 외에 다른 성부

에서도 매우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드론베이스로 제시된 것인데, 아래의

<악보 51>과 같이 베이스 혹은 테너성부에서 나타난다. 마디 1에서와 같

이 베이스 성부에서 마침음인 D음과 마디 9의 테너 성부에서 지배음인 A

음을 살펴볼 수 있다.



- 68 -

<악보 50> 5급, 듀크, <르네상스 크리스마스 노래>, 마디 1-4, 9-12

드론베이스 외에는 왼손 성부에서 무지카픽타로 C♯, F♯, B♭의 음들이

사용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아래의 <악보 51>은 B부분으로 세 번째

음인 F음이 F♯음으로 처리된 예를 보여준다. F♯음은 나머지 성부의 D음

과 결합하면서 부분적인 장3도의 협화적인 울림을 형성한다. 또한 아래의

<악보 52>는 A부분으로 도리아 선법의 일곱 번째 음인 C음을 C♯음으로

처리함으로써 오른손 성부와 부딪히는 불협음정을 형성하는 것도 볼 수 있

다.

<악보 51> 5급, 듀크, <르네상스 크리스마스 노래>, 마디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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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2> 5급, 듀크, <르네상스 크리스마스 노래>, 마디 1-2

12) <케이프브리튼 자장가>

이 곡은 캐나다의 한 민족적인 노래 스타일로 작곡되어 있다. 작곡가 듀

크는 창작된 이 선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보충하고 있다.

이 곡은 노바스코챠의 케이프브리튼(Cape Breton)으로부터 온 애처로

운 민속 선율의 한 버전을 보여준다. 도리아 선법 안에서 선율 자체가

이루어짐을 알게 될 것이다. [중략] 이 곡의 반주에 나타나는 아르페지

오는 많은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민속 음악에 쓰인 유명한 반주 악기

인 하프를 연상시킬 것이다(Duke, 1978, Book V, p. 20); 민속 음악을

차용하는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작곡가들이 몰두했던 방법이었는

데, 특별하게도 캐나다의 작곡가들이 풍부하면서도 다양한 민족 전통

을 가지고 있는 것은 행운이었다. 연해주로부터 온 노래들은 매우 오

래된 켈틱-스타일 곡조(Celtic-Style Tunes)의 훌륭한 예를 제공해줄

것이다(Duke, 1978, Teacher’s Manual V,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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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에서 발견되는 주요 음악적 특징은 아래의 <표 23>의 내용과 같

다. 16마디의 통절형식, 3/8박자, 대체적으로 느린 루바토의 템포로 제시되

어 있다. 주선율은 오른손에서 제시되는데 이를 반주하는 왼손의 아르페지

오 음형은 민속적인 분위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자아낸다. 이 음형은 오른

손의 선율 위를 교차하면서 더 높은 음정으로 도약하기 때문에 왼손의 빠

르고 민첩한 터치가 요구된다. 특히 왼손의 도약 음정은 오른손 선율과 맞

물리면서 2:3의 교차리듬을 형성한다. 또한 음정은 불협화적으로 창출되는

데 댐퍼페달의 울림으로 더욱 극대화된다.

<표 23> 5급, 듀크, <케이프브리튼 자장가>의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통절(마디 1-16)
박자 3/8
음계 D도리아 선법
화성 단3화음과 장3화음 교대 아르페지오(하프 사운드 묘사)
템포 Lento rubato 

선율(악구)
케이프브리튼 섬에서 불린 민속노래의 스타일, 반음계적,

넓은 도약, 즉흥적인 느낌의 선율(규칙적인 4마디 악구)

음역 G1-F5
셈여림 f
아티큘레이션 레가토
인용 작곡가 및 경향 켈틱 민속노래 사용: 캐나다 작곡가들

이 작품에 적용된 D도리아 음계는 아래의 <악보 53>과 같다.

<악보 53> D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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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법은 아래의 <악보 54>와 같이 마침음과 지배음을 중심으로 한 특

징적인 선율로 오른손에 제시된다. 이 선율은 전체 16마디 동안 16분음표

첨가 리듬, 이잇단음표 리듬, 붙임줄을 추가한 리듬 등으로 보다 즉흥적인

선율 느낌으로 나타난다.

<악보 54> 5급, 듀크, <케이프브리튼 자장가>, 전체 선율

오른손 선율 외에, 왼손에서는 선율은 반주하는 아르페지오 꾸밈음이 나

타난다. 아래의 <악보 55>와 같이 도리아 선법 외의 음인 F♯음을 추가하

여 선법 색채를 흐리고 있다. 마디 1, 4는 도리아의 세 번째 음인 F음과

선법 외의 F♯음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페달 사

용으로 중첩되면서 불협화적인 음향을 형성시킨다.

<악보 55> 5급, 듀크, <케이프브리튼 자장가>, 마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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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왼손의 아르페지오 음형은 20세기적인 기법으로 처리되어 있다. 아

르페지오는 각 마디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는데, 이 음들은 장· 단3

화음의 구성음들로 나타난다. 따라서 각 왼손의 각 화음들을 정리하면 아

래의 <악보 56>과 같은 전체 화성진행을 보인다. 조성음악에서 볼 수 있

는 화성진행과 달리 장3화음을 병행하거나 단3화음을 병행하는 20세기의

한 병행주의 어법을 보여준다.

<악보 56> 5급, 듀크, <케이프브리튼 자장가>, 전체 화성진행

13) <중세의 크리스마스 캐롤>

이 곡에서 나타나는 주요 음악적 특징은 아래의 <표 24>의 내용과 같

다. 강한 민속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곡으로 중세 후기부터 르네상스 초기

의 영국 음악 선법 스타일을 보여준다(Duke, 1977, Book VII, p. 19). 오른

손의 3화음과 왼손 단성부 구조로 이루어진 다성부의 곡으로 4마디씩 규칙

적인 악구를 이루며, 전체 AA₁BA₂ 형식을 보인다. 오른손의 화음에는 가

장 최상성부에서 선율이 제시되기 때문에 연주에 있어 음색 조절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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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레가토 터치아 곡의 분위기에 맞는 견고하고 활발한 터치가 요구된다.

다양한 리듬의 조합으로 2:3 교차리듬과 붓점 리듬이 나타난다. 이 외에는

임시표가 상당히 많이 제시되는데, 이는 곡 전체적으로 불협화적인 색채를

형성한다. 5도 음정을 수직적으로 쌓은 9도의 불협화적인 음정도 소개된다.

<표 24> 7급, 듀크, <중세의 크리스마스 캐롤>의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AA₁BA₂(A: 마디 1-4, A₁: 마디 4-8, B: 마디 8-12, A₂: 마디 12-16)
박자 6/8

음계 D도리아 선법

화성 
장3화음의 병행, 5도 음정에 기초한 9도 화음, 반음의 충돌, 

IV-V-1도 화성종지
템포 Quickly(Vite)
선율(악구) 4성부, 왼손 선율(4마디 구조가 있는 민속 캐롤) 
음역 D2-D6

셈여림 p-ff
아티큘레이션 악센트, 테누토, 스타카토, 레가토
인용 작곡가 및 경향 오랜 양식과 20세기 기법의 결합

이 작품에 적용된 D도리아 음계는 아래의 <악보 57>과 같다.

<악보 57> D도리아 

도리아 선법은 다성부 텍스쳐로 제시된다. 먼저 오른손의 최상성부에서

선법 선율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 먼저, A부분의 선율을 살펴보면 아

래의 <악보 58>과 같이 마침음 D음을 중심으로 비교적 순차 진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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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A₁의 선율은 A의 선율로부터 반복되지만 도리

아 선법의 일곱 번째 음인 C음에 올림표를 추가한 일부 음정으로 변형된

다.

<악보 58> 7급, 듀크, <중세의 크리스마스 캐롤>, 마디 1-8의 선율

오른손 선율은 왼손의 단성부와 함께 두터운 다성부의 패시지를 이루고

있다. 양손에서 수직적으로 협화적인 울림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아래의

<악보 59>에서와 같이 전위된 장· 단3화음의 병행 사용으로 나타난다. 20

세기의 병행주의 기법을 보여주는 부분으로서, 한 예로 B부분을 살펴보면

<악보 60>과 같다. 전체적으로 장3화음의 병행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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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9> 7급, 듀크, <중세의 크리스마스 캐롤>, 마디 5-8, 9-12

<악보 60> 7급, 듀크, <중세의 크리스마스 캐롤>, 마디 9-12의 화성진행

14) <러시아인의 봄 춤>

이 곡에서 발견되는 주요 음악적 특징은 아래의 <표 25>의 내용과 같

다. 오른손에는 선법 선율, 왼손에는 드론 베이스와 오스티나토 기법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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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된다. 선율은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진행을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왼손에

서 반주되는 드론 베이스와 동일한 5도 음정을 계속하는 오스티나토 패턴

은 러시아의 민속춤에 사용되는 백파이프 사운드를 연상시킨다. 왼손에서

길게 유지되는 드론 베이스의 음은 오른손의 선율과 맞물리면서 확대 및

축소된 음정을 형성한다. 이 곡에서 음정의 확대와 축소 기법은 바르톡의

작곡기법과 연관되어 있다.

<표 25> 1급, 듀크, <러시아인의 봄 춤>의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ABA(A: 마디 1-8, B: 9-18, A: 19-26)

박자 3/4

음계 G믹소리디아 선법

화성 드론베이스, 5도음정 오스티나토, 불협화적인 종지

템포 Moderate(Modéré)

선율(악구) 민속 춤 스타일의 선율, 선율 하행

음역 D2-D5

셈여림 pp-f

아티큘레이션 섬세하고 가벼운 레가토

인용 작곡가 및 경향 음정 확대와 축소: 바르톡

이 작품에 적용된 G믹소리디아 음계는 아래의 <악보 61>과 같다.

<악보 61> G믹소리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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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소리디아 선법으로 작곡된 오른손의 선율은 특히 아래의 <악보 62>와

같이 마디 3-4에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특징을 보인다. 지배음인 D음을

중심으로 선율은 네 마디 동안 위의 D5음에서 아래의 D4음까지에 해당하

는 모든 음을 보여준다. 왼손의 드론 베이스는 마침음인 G음으로 지속적

으로 나타나있다.

<악보 62> 1급, 듀크의 <러시아인의 봄 춤>, 마디 1-4

흥미롭게도 이 곡의 종지는 예상하지 못한 화음으로 제시된다. <악보

63>의 마디 25의 선율 진행은 C음부터 순차적으로 마침음인 G음으로 하

행하길 기대하게 하지만, 마디 26과 같이 D음으로 도약하면서 예상 밖의

음으로 종지하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오른손의 종지로 나타나는 A음과

D음의 4도 음정은 왼손의 G음과 D음으로 이루어진 5도 음정과 맞물리면

서 불협화적으로 처리된다. 20세기 음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협화적인

종지의 한 형태를 보여준다.

<악보 63> 1급, 듀크, <러시아인의 봄 춤>, 마디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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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친 아기고양이의 자장가>

이 곡에서 발견되는 주요 음악적 특징은 아래의 <표 26>의 내용과 같

다. 연탄곡으로 구성되며 이조된 D믹소리디아가 사용되어 있다. 학습자는

교사의 윗 선율을 낮은 음역에서 반주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반주는 오스

티나토 음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학습자는 앙상블 연주를 통해 부분적인

헤미올라 리듬을 경험하게 된다. 교사의 선율은 도약 음정을 특징적으로

보이며, 5마디의 불규칙한 악구를 형성한다. 셈여림은 매우 섬세한

ppp-mp의 범위에서 사용되어 있다.

<표 26> 1급, 듀크, <지친 아기고양이의 자장가>의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ABA(A: 마디 1-8, B: 마디: 9-23, C:마디 23-27)
박자 3/4
음계 D믹소리디아 선법(이조)
화성 불협화음정의 종지
템포 Very slowly(Très lentment)
선율(악구) 도약적인 선율(5마디 불규칙 악구)
음역 D2-F♯4
셈여림 ppp-mp
아티큘레이션 붙임줄(헤미올라 형성), 섬세하고 부드러운 레가토

인용 작곡가 및 경향
1) 정적인 3화음 반주와 선법: 사티
2) 남미 민속 양식인 리듬 스타일과 각진 선율 패턴: 코플랜드

이 작품에 사용된 D믹소리디아 음계는 아래의 <악보 64>와 같다.

<악보 64> D믹소리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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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선율을 반주하는 학생 반주는 아래의 <악보 65>와 같이 매우 간

단한 리듬 안에서 장· 단 3화음의 병행으로 제시되어 있다. 교사의 선율은

매우 도약적인 음정으로 나타난다. 마침음인 D음은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

서 강조된다.

<악보 65> 1급, 듀크, <지친 아기고양이의 자장가>, 마디 1-5

D믹소리디아 선법 외의 음으로는 교사의 선율에서 C♯음으로 나타난다.

믹소리디아에서 세 번째 음은 첫 번째 음인 마침음과 장3도의 음정관계를

갖기 때문에 일곱 번째 음에 반음을 올리면 이끈음의 기능을 갖게 되면서

장음계의 분위기를 자아내게 된다. 그러나 아래의 <악보 66>과 같이 마지

막 종지에 사용된 G믹소리디아의 일곱 번째 음에 반음이 추가된 C♯음은

이끈음의 기능을 갖지 않고 지배음인 D음과 결합하면서 2도와 7도의 불협

화적인 음정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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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6> 1급, 듀크, <지친 아기고양이의 자장가>, 마디 26-27

16) <행진>

이 곡에서 발견되는 주요 음악적 특징은 아래의 <표 27>의 내용과 같

다. 리디아 선법 안에서 2성부로 작곡되어 있으며, 오른손 선율은 펼침 장3

화음에 기초한다. 특히 4/8박자 안에서 8분음표 음가를 매우 지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표제와 관련하여 실제 행진에 연주되는 드럼 소리를

연상시키는 ♩ 의 리듬 패턴으로 나타나있다. 흥미롭게도 이 리듬은 종

지 부분에서 피아노의 본체를 두드리는 20세기의 특수 기법으로 적용된다.

듀크는 이 기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추가한다.

이디엄(Idioms): 2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난 악기의 나무 두드리기, 휘

파람 불기, 말하기 등의 ‘음악-외(Extra-Musical)’적인 효과의 개념은

우리 음악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음악 외의 이 개념은 <행

진>의 마지막 마디에 자연스럽게 침입되어있다(Duke, 1977, Teacher’s

Manual I,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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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1급, 듀크, <행진>의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통절(마디 1-14)

박자 4/8

음계 F리디아 선법
화성 증4도, 장7도, 펼침 장3화음

템포 Fast(Rapide)
선율(악구) 3화음의 펼침 선율
음역 F1-D5

셈여림 f-ff
아티큘레이션 스타카토(명확하고 확고한 음색으로), 레가토, 테누토

인용 작곡가 및 경향 20세기의 음악 외적 효과(피아노 두드리기, 휘파람 불기, 말하기)

이 작품에 사용된 F리디아 음계는 아래의 <악보 67>과 같다.

<악보 67> F리디아

리디아 선법은 이 곡에서 2성부로 구성된다. 먼저 오른손의 선율은 F음

부터 D음 사이의 여섯 개의 음들 위주로 제시된다. 한편 E음은 마디 7에

서 단 한번 등장한다.

선율은 아래의 <악보 76>에 보이는 F-A-C의 음과 G-B-D의 음들로

구성된 장3화음의 교대로 단순하게 나타난다. 이 두 화음은 아래의 <악보

68>과 같이 상· 하행 도약하는 펼친 형태로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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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8> 1급, 듀크, <행진>, 전체 화성진행

흥미롭게도 왼손 선율은 리디아 선법의 마침음인 F음만이 사용되어 있

다. 아래의 <악보 69>와 같이 오른손의 반주 역할을 하게 되며 이 리듬은

시종일관 곡 전체에서 오스티나토로 나타난다. 두 성부는 수직적으로 만나

면서 다양한 음정들을 형성한다. 마디 4에서는 리디아의 선법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증4도 음정이 수직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다.

<악보 69> 1급, 듀크, <행진>, 마디 1-4

17) <곰의 춤>

이 곡에서 발견되는 주요 음악적 특징은 아래의 <표 28>의 내용과 같

다. 2/4박자 안에서 단순한 리듬과 양손 음정이 동일한 2성부로 유니즌 구

성을 보인다. 프리지아 선법이 사용되었는데 마침음인 E음을 특히 왼손의

낮은 음역에서 강조한다. 건반의 F1에서 D5까지 폭넓은 음역이 활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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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특히 오른손과 왼손은 극단적인 음역 대비를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는 20세기 기법인 의성어가 사용되어 있다. 이는 곰의 울음소리를

묘사한 것이다.

<표 28> 1급, 듀크, <곰의 춤>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통절(마디 1-14)
박자 2/4
음계 E프리지아 선법
화성 장· 단2도 음정, 4도 음정, 8도 음정
템포 Slow(Lent)
선율(악구) 유니즌 2성부
음역 F1-D5
셈여림 p-ff
아티큘레이션 레가토
인용 작곡가 및 경향 동유럽 민속음악 스타일: 바르톡, 스트라빈스키

이 작품에 적용된 E프리지아 음계는 아래의 <악보 70>과 같다.

<악보 70> E프리지아

프리지아 선법은 매우 흥미로운 형태로 나타난다. 아래의 <악보 71>과

같이 유니즌 2성부는 마디 1-6과 마디 11-14로 나타나고, 대위적인 2성부

는 마디 7-10에 잠깐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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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1> 1급, 듀크, <곰의 춤>, 마디 1-14

위의 <악보 71>에서와 같이 프리지아 선법의 마침음인 E음은 곡 전체

에서 악구의 시작과 끝 음에 특징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마디 7-10에서는

낮은 음역에서 더욱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 종지인 마디

14에서는 더욱 낮은 음역에서 작고 어두운 음색의 E음을 제시한다.

흥미로운 기법으로, 마디 7과 마디 9는 ‘Growl!’ 지시어를 제시한다. 학습

자는 E음을 ff의 셈여림으로 연주함과 동시에 곰의 울음소리를 표현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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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아리오소>

이 곡의 표제인 ‘아리오소’는 오페라나 오라토리오의 성악곡에 사용되는

선율적인 레치타티보 선율 부분을 가리키거나 칸타빌레와 같은 뜻으로서

기악곡에 사용된다. 이 작품에서 서정적인 느낌의 아리오소는 선법 중에서

도 가장 사용이 잘 되지 않는 로크리아 선법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듀크는

이 선법에 대하여 교재와 교사지침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리오소는 보통 노래될 수 있는 느리고 표현적이며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서정적인 곡이다. 이 곡은 로크리아 선법으로 작곡되어 있기 때

문에 어둡고 슬픈 소리를 자아낸다. 이 선법(과거에는 절대적으로 유

명하지 않았던)은 올림표와 내림표 제외한 B부터 B까지의 음계 패턴

이다(Duke, 1977, Book I, p. 34); 이 곡에서 불협화음정인 7도와 증4

도는 로크리아 모드의 이국적인 성질을 유지시킨다. 사실 이 선법은

작품에 쓰이기보다는 이론적인 텍스트에서 발견되었다(Duke, 1977,

Teacher’s Manual I, p. 22).

이 곡에서 발견되는 주요 음악적 특징은 아래의 <표 29>와 같다. 로크

리아 선법은 매우 낮은 B0에서 B7까지 건반의 가장 최저음과 죄상음인 B

음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또한 매우 극단적인 도약진행 혹은 순차진행하는

흥미로운 노래 선율로서 제시된다. 전체 2성부의 대위적인 구조를 보이며,

선율 진행에 있어서 수직적으로 증4도 음정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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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1급, 듀크, <아리오소>의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AB(A: 마디 1-4, B: 마디 5-11)

박자 4/4

음계 B로크리아 선법

화성 수평적 증4도, B음 강조

템포 Very slowly(Très lentement), With expression(Avec expression)
선율(악구) 순차진행과 극단적인 도약진행, 양손 선율
음역 B0-B7

셈여림 pp-f
아티큘레이션 레가토, 악센트, 스타카토

인용 작곡가 및 경향 동유럽 음악 스타일: 바르톡, 프로코피에프, 코플랜드

이 작품에 적용된 B로크리아 음계는 아래의 <악보 72>와 같다.

<악보 72> B로크리아 선법

이 곡은 <악보 73>과 같이 2성부 대위진행을 보이는데, 로크리아의 마

침음인 B음이 매우 넓은 음역 안에서 상당한 도약 음정으로 나타나있다.

대부분은 8도 간격으로 도약하며 하행하는 진행을 보이는데, 특히 마지막

마디 11에서는 피아노 건반의 가장 최저음인 B음과 가장 최상음인 B음을

매우 극단적으로 확대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약 선율

은 다른 성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선율선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수직적으로 마디 9와 같이 B음과 C음의 단2도의 불협화음정을 형성하고,

수평적으로 마디 7과 같이 B음과 F음의 증4도를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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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3> 1급, 듀크, <아리오소>, 마디 1-11

2. 온음음계

온음음계는 옥타브 안에서 온음인 장2도로만 구성된 6음의 음계로, C음

혹은 D♭(C♯)음에서 시작하는 두 가지 온음음계로 구분된다. 이 음계는

중심음 및 기능화성에서 탈피하고자 했던 20세기의 인상주의 작곡가들에

의해 사용되었다(Latham, 2002, p. 1107). 또한 이끈음(단2도)과 딸림음(완

전5도), 기능화성과 및 선율 관계가 결여되어 있어 조성적으로 부유하고

불안정한 인상을 준다(Sadie, 2001, p. 351; Randal, 2010, p. 969).

<우리시대의 음악>에서 온음음계를 반영하고 있는 곡들은 아래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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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과 같이 1급에서 8급에 걸쳐 총 6곡으로 나타난다. 표제에서와 같이 온

음음계는 다양한 분위기로 연출되어 있다. 온음음계는 증3화음을 쉽게 형

성하기 때문에 신비로우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자아낸다. 표제

는 이러한 분위기를 잘 반영하며, 이 외에도 격렬하고 동적이거나 으스스

한 분위기도 느껴볼 수 있도록 구성된다. 온음음계는 각 악곡마다 마디 전

체에 사용되어 있지 않고 일부 마디에 단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

다.32)

<표 30> 온음음계에 기초한 악곡 구성 및 작곡 유형

급수 곡명 작곡 유형 

1
벽난로에서

(By the Fireside)
다섯 손가락 위치의 2성부(증4도 병진행)

3
아가 방 스케치

(Nursey Sketch)
다섯 손가락 위치의 2성부(장3도 병진행)

5

인벤션: 추격

(Invention: The Chase)
다섯 손가락 위치의 2성부(대위진행)

유령의 계단

(The Haunted Staircase)

다섯 손가락 위치의 2성부(반진행)

클러스터(단선율 반주)

클러스터(양손 교대)

7
빌라넬라: 시골 춤

(Villanelle: Country Dance)
다섯 손가락 위치의 2성부

8
서커스 모음곡 중 ‘광대’ 

(The Circus Suite, ‘Crown’)
다섯 손가락 위치의 2성부

온음음계는 위의 <표 3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주로 2성부 구성을 보

이거나 클러스터를 이용한 반주 구성을 보인다. 모두 다섯 손가락 안에서

쉽게 연주해볼 수 있는 4음 혹은 5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온음음계에

32) 온음음계를 곡에서 사용하고 있음은 교사지침서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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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쉽게 만들어지는 증4도는 양손의 2성부를 통해 부각된다. 클러스터는 5

급에서 한곡으로 제시되는데, 양손에 모두 제시되며 작은 음향 안에서 이

루어진다.

1) <벽난로에서>

이 곡에서 발견되는 주요 음악적 특징은 아래의 <표 31>과 같다. 이 곡

은 D음을 중심음으로 하는 반음계와 두 마디의 짧은 온음음계로 작곡되어

있다. 2도 음정부터 증4도, 7도, 9도에 이르는 다양한 불협화적인 음정들로

확대 제시되어 있다. 온음음계, 증4도, 반음계, 해결되지 않는 화성들의 나

열은 드뷔시가 즐겨 사용했던 기법으로 이 외에는 많은 임시표의 사용과

pp-mp의 섬세한 셈여림 사용도 나타난다. 쿨타르는 특별히 학습곡에 제시

된 증4도와 관련하여 드뷔시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디엄(Idioms): 이 곡의 마디 8-9에 나타나는 증4도는 드뷔시의 피아

노 프렐류드 1권에 수록된 <돛>에 나타나는 한 이디엄을 반영한 것

으로, 이 작품은 전체 온음음계에 기초하고 있다(Coulthard, 1977,

Teacher’s Manual I,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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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1급, 쿨타르, <벽난로에서>의 주요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AB(A: 마디 1-4, B: 마디 4-9, 코다: 마디 10-12)
박자 4/4
음계 부분 온음음계(마디 8-9), 반음계, D 중심음
화성 증4도, 2도, 7도, 9도의 불협화음정
템포 A little slowly and quietly(Un peu lentement et tranquillement)
선율(악구) 반음계적인 선율
음역 D3-G5
셈여림 pp-mp
아티큘레이션 테누토, 부드러운 레가토

인용 작곡가 및 경향
1) 7도· 9도 화음: 슈트라우스, 라벨, 드뷔시

2) 증4도 음정: 드뷔시

이 곡에는 4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F♯, A♭, C, D음으로 이루어진 온

음음계가 제시된다. 이 음들은 마디 8-9와 같이 단 두 마디에서만 나타난

다. 이 증4도는 매우 단순한 리듬 안에서 양손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어렵

지 않게 제시되어 있다. 마디 8에서와 같이 A♭음과 D음으로 이루어진 음

정은 F♯음과 C음으로 하행하는데, 이 음형은 다음 마디 9에서 동일하게

반복된다. 흥미롭게도 F♯음과 C음으로 이루어진 감5도 음정은 증4도의

음정이 전위된 형태로서 나타남을 보여주는데, 이는 올림표와 내림표 임시

표를 동시에 모두 제시하기 위한 한 제시로 보인다.

<악보 74> 1급, 쿨타르, <벽난로에서>, 마디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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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가 방 스케치>

이 곡에서 발견되는 주요 음악적 특징은 아래의 <표 32>와 같다. 2성부

대위진행으로 전체 24마디의 통절 형식을 보이며, 수직적으로 증4도와 7도

의 불협화음정을 자주 형성한다. 온음음계는 단 두 마디에 짧게 나타나며,

이 외에는 자유로운 반음계, 복조성이 복합적으로 다루어져 있다.

<표 32> 3급, 한센, <아가 방 스케치>의 주요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통절(1-24마디)33)

박자 4/4

음계 온음음계(마디 8-9), 다양한 음계의 혼합

화성 수직적인 음정(장· 단 2, 3, 6, 7도, 증4도, 완전5도) 

템포 Moderate speed(Vitesse modérée)

선율(악구) 2성부 대위진행, 다섯 가지 전래동요와 민속노래 선율 차용, 꼴라쥬 

음역 E3-B5

셈여림 pp-f
아티큘레이션 레가토, 스타카토(확고하고 안정된 톤)

인용 작곡가 및 경향 프랑스 6인조 작곡가인 미요와 뿔랑: 대중선율, 리듬, 징글 사용

이 곡에는 흥미롭게도 학습자들에게 매우 친숙한 다섯 가지의 전래 동요

인 <딩동 벨>(Ding Dong Bell), <비행기>(Mary Had a Little Lamb),

<작은 별>(Twinkle, Twinkle Little Star), <잭 앤 질>(Jack and Jill),

<톰톰 피리 꾼의 아들>(Tom, Tom, the Piper’s Son)의 선율이 차용되어

33) 전체 24마디에 걸쳐 마디 1-4는 <딩동 벨>, 마디 5-6은 <비행기>, 마디 7-10은

<작은 별>, 마디 11-14는 <잭 앤 질>, 마디 15-19는 <톰톰 피리 꾼의 아들>, 마

디 19-24는 다시 <딩동 벨>의 선율 단편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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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꼴라쥬 기법을 연상시키듯 짧은 단편들의 조합으로 나타나있

으며, 음정은 기존 선율의 리듬이나 음정을 변형한 형태로 재창작되어 있

다. 작곡가 한센은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6인조 작곡가들의 음악적 경향을

소개한다.

1920년대 프랑스 6인조 작곡가들은 자신들의 음악에 대중선율, 리듬,

징글(Jingle)을 사용하기로 유명했다. 이러한 경향은 드뷔시와 라벨의

‘인상주의’에 대한 현실적인 반응으로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 기법은 뿔랑과 미요의 음악 작품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미요는

<브라질의 추억>34)에 브라질의 유명한 노래들과 카바레 음악을 인용

(Quotation)하였다(Hansen, 1977, Teacher’s Manual III, p. 37).

이 곡에서 온음음계는 전체 24마디 중 매우 일부분에 제시되어있다. <작

은 별>35) 노래 선율은 <악보 75>와 같이 마디 9-10에서 온음음계의 음정

으로 변형된 새로운 선율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기존 선율의 주요 리듬으

로 나타나는 ♩♩♩♩ | ♩♩의 패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온음음계

안에서 이색적으로 달라진 음정들은 마치 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인상을

자아낸다. 기존 선율과 새로운 음계에 기초하여 재구성 된 선율을 함께 비

교하고 연주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34) 미요는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음악들을 흡수하는 능력을 잘 발휘하는데, 이 가

운덴 그의 <브라질의 추억>은 탱고나 룸바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세련된 춤곡

들을 모아놓은 초기 작품이다(Gillespie, 2008, p. 428).
35) 전 세계적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이 동요 선율의 원래 제목은 프랑스 민요

였던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Ah! Vous Dirai-je, Maman)에 기원하고 있

다. 모차르트는 이 선율을 차용하여 <작은 별 변주곡>을 작곡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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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5> 3급, 한센, <아가 방 스케치>, 마디 9-10

위의 <악보 75>에서와 같이 변형된 음정들은 오른손에서 G♯-A♯

-C-D-E, 왼손에서 E-F♯-G♯-A♯-C의 음으로 순차 상행하는 5개의 음

들로 변형되어 있다. 두 성부는 수직적으로 장3도 음정을 형성하며 순차

상행한다. 이 온음음계는 다섯 손가락 안에서 순차적으로 어렵지 않게 연

주될 수 있는 반면 여기서 운지는 손가락을 교차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3) <인벤션: 추격>

이 곡에서 발견되는 주요 음악적 특징은 아래의 <표 33>의 내용과 같

다. 바로크 양식인 2성부 카논 기법과 20세기 기법인 4도씩 쌓은 화음을

동시에 소개한다. 표제와 관련하여 삽화에 그려진 ‘말’과 ‘코뿔소’는 추격

장면을 연상시키는데, 특히 종지에 ‘잡았다(Caught!)’ 지시어는 각각의 성

부로 의인화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듀크는 성부의 대위적인 구조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은 이론적 설명을 보충하고 있다. 온음음계는 전체 14마디 중

두 마디에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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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짧고, 모방적이다 -한 캐릭터로서 각 선율의 고려- 왼 왼손

은 오른손을 쫒아가는 또는 그 역으로, 마지막 종지까지 나타난다. 이

러한 모방적인 인벤션 스타일은 주로 카논으로서 사용된다(Duke,

1978, Book V, p. 18).

<표 33> 5급, 듀크, <인벤션: 추격>의 주요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ABA’(A: 마디 1-7, B: 마디 8-10, A’: 마디 11-14)
박자 4/4
음계 온음음계(마디 9-10), A 중심음
화성 4도씩 쌓은 화음
템포 Quite fast(Assez vite)
선율(악구) 모방선율, 각 성부는 두 캐릭터로 묘사
음역 A1-E5
셈여림 p-ff
아티큘레이션 레가토, 악센트, 부분 루바토

인용 작곡가 및 경향
1) 바로크: 인벤션, 

2) 20세기: 현대불협화대위법(Modern Dissonant Counterpoint)

온음음계는 곡 전체 중 가장 셈여림이 고조되어 있는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악보 76>은 E-F♯-G♯-A♯의 네 개의 음들로 이루어진 온음음계

를 보여주는데, 이 음계는 곡 전체에서 마디 9-10에 단편적으로 나타난다.

E음을 시작으로 A♯음까지 순차적으로 상행하는 것을 보여준다.

<악보 76> 5급, 듀크, <인벤션: 추격>, 마디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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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령의 계단>

이 곡에 나타나는 주요 음악적 특징은 아래의 <표 34>의 내용과 같다.

표제와 관련하여 유령이 떠다니는 으스스한 장면은 온음음계의 색채로 묘

사되는데, 부유한 느낌은 댐퍼 페달의 사용을 통해 더욱 극대화된다. 온음

음계는 곡 전체에서 선율과 음군과 선율로 제시되는데 이는 유령이 여기저

기 떠다니는 모습을 연상시키듯 양손의 여러 음역에 제시된다. 악보에는

박자 없이 마디선만 나타난다. 극단적인 셈여림 사용, 부분적인 숨표와 늘

임표 표기는 곡의 긴장감을 더욱 높이는 장치로 사용되어 있다.

<표 34> 5급, 한센, <유령의 계단>의 주요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통절(도입부: 마디 1-8, 통절: 마디 9-24, 코다: 마디 25-34)

박자 없음

음계 온음음계(마디 1-4, 11-16, 23, 29-33) 

화성 3개, 5개 음으로 구성된 음군

템포 Moderately(Moderement)

선율(악구) 온음음계 선율 양손 제시

음역 C2-E6, 현 글리산도(전체 음역)

셈여림 pp-ff
아티큘레이션 레가토

인용 작곡가 및 경향 음군, 피아노 현 굴리기: 카우웰

한편 음군 외에 또 다른 20세기 특수 기법으로 건반의 피아노 현 굴리기

가 나타난다. 작곡가 한센은 이 두 가지 현대기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카우웰 작곡가를 연계하여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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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이디엄(Historical Idioms): 음군은 미국 작곡가 카우웰36)과 관

련되어 있는데, 그는 이 이디엄을 우리 시대에 일찍이 자신의 음악작

품에 사용했다. <에올리아 하프>는 꽤 전통적인 작품으로 피아노 내

부의 현들을 글리산도 하는 기법이 제시되어 있는 반면, <밴시>는 글

리산도의 모든 형태들과 비전통적인 효과들이 탐구되어 있다(Hansen,

1978, Teacher’s Manual V, p. 20).37)

<유령의 계단>은 가장 온음음계의 사용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작품이

다. 먼저 온음음계 음군은 곡의 가장 처음인 도입부와 마지막 코다에 특징

적으로 사용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의 <악보 77>과 같다.

<악보 77> 5급, 한센, <유령의 계단>, 마디 1-4

36) 카우웰(1897-1965)은 피아노에서 새로운 음향을 창출하기 위해 손, 팔, 주먹

등 신체 부위를 사용하는 음군 기법을 탐구하였다. 그 외 피아노 내부에 관여

하여 손가락이나 손톱을 사용하여 현을 뜯거나 굴리거나 긁는 등 주법도 시도

하였다.
37) <에올리안 하프>와 <밴시>는 피아노의 현을 사용한 실험적인 특징이 잘 나

타나는 작품이다(Kostka, 2004, p. 231). <밴시>는 피아노에 어떠한 예비적 장

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거의 피아노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작곡한 매우 뛰어난 곡

이다(Cope, 1994,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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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77>에서와 같이 음군에 사용된 온음음계는 E-F♯-G♯-A♯

-C의 음 구성으로 나타난다. 이 음군은 피아노 건반에서 어렵지 않게 제시

되어 있다. 흰 건반의 음인 E음과 C음에 왼손의 1, 5번 손가락을 위치시키

고 검은 건반인 F♯, G♯, A♯ 음들에 나머지 2, 3, 4번을 손가락을 올려

두기만 하면 음군이 완성된다. 음군은 피아노의 넓은 음역 안에서 악보 곳

곳에 도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삽화와 관련하여 유령이 계단을 여기저

기 이동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한다. 한편, 온음음계는 아래의 <악보 78>과

같이 검은 건반으로만 이루어진 음군으로 제시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양손 곳곳에 단편적으로 등장한다.

<악보 78> 5급, 한센, <유령의 계단>, 마디 13-16

온음음계는 음군 외에도 위의 <악보 78>에서와 같이 선율로도 제시된

다. 도약하는 음군과 달리 다섯 손가락 안에서의 순차 진행을 보인다. 또는

아래의 <악보 79>와 같이 2성부로 반진행을 보이는데, 양손은 피아노에서

흰-검-검-검은 건반으로 대칭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학습자

는 어렵지 않게 온음음계 선율을 연주해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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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9> 5급, 한센, <유령의 계단>, 마디 33-34

5) <빌라넬라: 시골 춤>

표제인 빌라넬라38)는 주로 사랑에 관한 내용을 담은 16세기의 민속적인

이태리의 활달한 다성부 음악을 말한다(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2015, p.

401). 이 곡에서 또한 활기차고 다소 거친 빌라넬라의 느낌을 자아내는데,

이러한 것은 낮은 음역에서 타악기 음향을 묘사하는 화음으로 적용있다.

마르카토 터치는 실제로 나막신을 신고 춤을 추는 댄서의 모습을 연상시킨

다(Coulthard, 1977, Book VII, p. 40).

이 곡에서 발견되는 주요 음악적 특징은 아래의 <표 35>와 같다. 두 사

람이 연주하는 연탄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율과 반주는 연주자 1과 연

주자 2의 악보에서 모두 교대하며 나타난다. 6/8박자의 단순한 론도형식을

보이며 전체 49마디의 긴 곡을 형성한다. 선율은 악센트와 테누토, 역동적

인 스포르잔도의 사용으로 더욱 강하게 부각된다.

38) 빌라넬라는 칸존(Canzon), 빌라네스카(Villanesca), 알라(Alla), 나폴리타나

(Napolitana)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 99 -

<표 35> 7급, 쿨타르, <빌라넬라: 시골 춤>의 주요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론도: ABA₁CA₂

(A: 마디 1-8, B: 마디 9-16, A₁: 마디 17-24, C: 마디 25-38, 

A₂: 마디 39-49)
박자 6/8
음계 부분 온음음계(A, A₁, A₂, C)
화성 타악기적인 반주(5도 음정에 2도· 4도음 추가), 강한 불협화종지
템포 Quickly and well marked(Vite et bien marqué)
선율(악구)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선율, 트릴
음역 연주자 1: A3-A6, 연주자 2: C2-E4
셈여림 p-f-sf
아티큘레이션 논 레가토, 스타카토, 마르카토
인용 작곡가 및 경향 제시 없음

이 곡에서 온음음계는 아래의 <악보 80>과 같이 양손에서 D-C-B♭-A

♭로 하행하는 선율로 나타나며 이 진행은 곡 전체에서 중심을 이룬다. 네

음으로 구성된 이 온음음계의 선율은 네 마디 동안 빠르게 상· 하 이동하

는데, 이 가운데 D음과 A♭음은 증4도를 형성하며 더욱 온음음계의 색채

를 강하게 만든다.

한편, 마디 2-4에 제시된 G음과 F♯음은 온음음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일부 반음을 추가한 것으로서, 온음음계의 선율에서 안에서 부분적으로 반

음계적인 진행을 보여준다.

<악보 80> 7급, 쿨타르, <빌라넬라: 시골 춤>, 마디 1-4(연주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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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A의 선율은 A₁부분에서 반복되는데, 아래의 <악보 81>과 같이

선율은 연주자 1에서 연주자 2의 낮은 음역으로 교대된다. 온음음계의 음

정은 동일하지만 일부 리듬이 변주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81> 7급, 쿨타르, <빌라넬라: 시골 춤>, 마디 17-20(연주자 2)

온음음계의 선율은 C부분에서도 재등장하는데, 아래의 <악보 82>와 같

이 높은 음역에서 F♯음을 추가한 D-C-B♭-A♭-F♯의 온음음계로 확대

되어 나타난다. 리듬은 변주되어 있다. 선율에서의 긴 트릴은 추가된 F♯

음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악보 82> 7급, 쿨타르, <빌라넬라: 시골 춤>, 마디 33-36(연주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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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커스 모음곡> 중 ‘광대’

이 모음곡은 서커스에서 일어나는 ‘회전목마’, ‘광대’, ‘공중그네’, ‘저글러’,

‘서커스 종료’의 흥미로운 다섯 가지 장면들을 수록하고 있다. 청중들의 마

음 속에 ‘사진’과 같은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작품마다의 느낌과 분위

기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Hansen, 1978, Teacher’s Manual VIII, p. 22).

이 가운데 온음음계가 사용된 2번째 곡인 ‘광대’에서 발견되는 주요 음악

적 특징은 아래의 <표 36>과 같다. 전체적으로 텍스처 구성은 주로 선율

과 반주로 나타나지만, 일부 2성부도 제시된다. 광대가 장난스럽게 움직이

는 장면은 3화음이 교대하는 오스티나토 반주로 묘사된다. 이 외에 증4도,

7도, 9도와 같은 불협화음정, 당김음, 앞꾸밈음, 쉼표, 레가토와 스타카토의

대조 등 다양한 요소들은 광대의 모습을 더욱 흥미롭게 그려준다.

<표 36> 8급, 한센, <서커스 모음곡> 중 ‘광대’의 주요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ABC(A: 마디 1-4, B: 마디 5-10, C: 마디 11-16)
박자 4/4
음계 온음음계(마디 7-10)
화성 다양한 음정, 병행화음 오스티나토, 장3화음 종지
템포 Andante commode MM. about ♩=100

선율(악구)
선율과 반주+ 못갖춘마디의 유니즌 구성, 양손 교차,

왼손의 깨끗하고 선명한 주제선율

음역 D2-C6
셈여림 pp-ff
아티큘레이션 레가토, 스타카토

인용 작곡가 및 경향 제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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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에서 온음음계는 전체 16마디 중 B부분인 단 네 마디의 단편에만

사용된다. 이 음계는 <악보 83>과 같이 오른손에서 A-B-C♯-D♯, E-F♯

-G♯-A♯, D-E-F♯-G♯-A♯이 음들로 이루어진 세 가지 형태로 제시된

다. 그러나 양손에서 일부 온음음계와 상관없는 음들을 추가 사용함으로써

온음음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악보 83> 8급, 한센, <서커스 모음곡> 중 ‘광대’, 마디 7-10

마디 7의 오른손에서 처음으로 제시되는 온음음계는 <악보 83>에서와

같이 A음에서 증4도인 D♯음으로 상행하다가 반음 위의 음인 E음으로 향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E음은 다시 증4도인 A♯음까지 상행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E음부터 A♯음까지의 온음음계는 마디 9-10에서도 동일

하게 제시되는데, E음 앞에는 D#이 아닌 온음음계의 음정인 D음이 추가되

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온음음계는 오른손에서 주로 제시되지만, 반면

왼손에서는 온음음계와 상관없는 반음 음정을 추가함으로써 동시에 온음음

계의 성격을 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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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음음계

오음음계는 다섯 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음계로 예를 들면 모두 검은 건

반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Coulthard, Duke, Hansen, 1977-1978, Teacher’s

Manual I-VIII, p. 52). 민속음악이나 원시음악에서 사용되었던 이 음계는

동양권의 나라들과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비서구 문화권에서 종종

발견된다. 이 음계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음악, 단성성가, 스코틀랜드와 아일

랜드의 민속 음악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Latham, 2002, p. 1108).

<우리시대의 음악>에서 오음음계에 기초한 곡은 아래의 <표 37>과 같

이 3급에서 한곡으로 소개된다.

<표 37> 오음음계에 기초한 악곡 구성

급수 곡명 오음음계 20세기 기법

3급
에스키모의 노래: 체스터필드 인레트

(Eskimo Song: Chesterfield Inlet)
D-E-G-A-B

타악기 기법, 

배음 기법

1) <에스키모의 노래: 체스터필드 인레트>

이 곡은 캐나다의 옛 원주민인 에스키모들이 체스터필드 인레트 지역에

서 부르던 곡조 스타일을 반영하고 있다. 듀크는 캐나다의 문화가 담긴 이

선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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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북부지역에 살던 에스키모 혹은 이누이트(Inuit)족은 독자적으

로 구별된 음악스타일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얕고 평평한 드럼을 반

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다(Duke, 1977, Book III, p. 10)

노래에 사용된 드럼 소리는 이 학습곡에서 특별하게도 20세기의 특별한

타악기 주법으로 나타나있다. 이것은 교사지침서에 자세히 소개된다.

이디엄(Idioms): 20세기의 많은 작곡가들은 피아노를 ‘타악기(Percussion)’

로서 다루어왔다. 그러나 작곡가들이 광범위한 피아노 건반을 사용하

지 않고 피아노에서 새로운 소리를 탐구했던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였다. 1960년대의 작곡가들은 발견하고 낯선 문화들로부터 음악을 수

용하면서 더욱 비전통적인 연주 기법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Duke,

1977, Teacher’s Manual III, p. 35).

이 학습곡에서 발견되는 주요 음악적 특징은 아래의 <표 38>과 같다.

18마디의 통절형식, 3/4박자 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선율의 곡조를 양손

에서 교대로 보여준다. 오음음계는 두 개의 음정을 모티브로 제시되어 선

율에 반영된다. 다른 음역에서 다양한 셈여림과 불규칙적인 악구로 구성되

어 있어 실제로 에스키모인들이 선율을 교대하며 부르는 인상을 준다. 이

외에는 20세기 피아노의 특수한 타악기 기법과 배음기법 두 가지가 소개된

다.



- 105 -

<표 38> 3급, 듀크, <에스키모의 노래: 체스터필드 인레트>의 주요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통절(마디 1-18)
박자 3/4
음계 오음음계
화성 감3화음, 협화적 종지
템포 Moderate(Modéré)

선율(악구) 에스키모의 곡조, 음정 모티브, 양손 선율교대(불규칙 악구)

음역 Side(피아노 옆판 두드리기)-D5
셈여림 mp, mf, f, fff
아티큘레이션 레가토

인용 작곡가 및 경향
비전통 피아노 주법(피아노 두드리기, 소리 없이 건반 누르기): 
바르톡, 코플랜드

이 곡에서 오음음계는 <악보 84>와 같이 D-E-G-A-B의 음들로 제시되

며, 두 가지 음정 모티브를 중심으로 한다. 음정 모티브는 D-G-A, G-B-A

로 나타난다.

<악보 84> 3급, 듀크, <에스키모의 노래: 체스터필드 인레트>, 오음음계와 모티브 

이 음정 모티브들은 아래의 <악보 85>와 같이 선율의 처음과 마지막 부

분에 사용되어 있다. 이 단선율은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교대되고, 비교적

낮은 음역에서 소개된다. 선율은 반복되지만 악구의 길이와 셈여림을 달리

제시한다. 흥미롭게도 이 오음음계의 선율은 추가적으로 20세기의 타악기

기법과 배음 기법과 조화된다. 타악기 기법은 선율의 끝과 처음에 반복적

으로 제시되며, 배음 기법은 마디 13의 오른손에서 음정 모티브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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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4도 음정으로서 제시된다. 따라서 선율은 새로운 피아노의 음향과 함

께 맞물리며 더욱 현대적인 음향으로 재창출된다.

<악보 85> 3급, 듀크, <에스키모의 노래: 체스터필드 인레트>, 마디 1-6, 13-18

한편, 듀크는 실제 에스키모들이 부르는 곡조의 음정을 악보에 그대로

옮길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학습자들이 처음으로 탐구하게 될 비서구 음악스타일을 보여주는 이

곡은 어떤 필사본으로도 음 배열어르 적용한 실제 노래 버전으로 정

당화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선율을 구성하는 한정된 음들인

오음음계와 음정 모티브들의 재현이 나타나는데, 원래 노래 버전으로

존재했던 이 곡조는 잘 조율된 피아노의 정확한 피치와는 일치하지

않고 아마도 반음보다 작은 음정인 미분음(Microtanal)들을 포함할

것이다(Duke, 1977, Teacher’s Manual III,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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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음렬

음렬은 옥타브 안에 들어있는 12음을 상용해서 으뜸음이나 조 중심음 등

은 고려하지 않고 각 음이 어떤 역할도 갖지 않도록 배열한 것을 말한다

(Miller, 2007, p. 237). 이 음렬은 한 옥타브 내에 포함된 12개의 모든 반음

들을 한번씩 사용함으로써 특별한 순서를 갖는다(Coulthard, Duke, Hansen,

1977-1978, Teacher’s Manual I-VIII, p. 52). 이와 같이 12음렬은 반음계와

동일한 구성음을 갖지만, 어떠한 중심음이나 조 중심이 느껴지지 않도록

모든 음들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점에서 반음계와는 구별된다.

<우리시대의 음악>에서는 예비급부터 2급까지 짧은 반음계나 임시표가

붙은 여러 음정들의 관계를 선행시킨 후 3급에서 처음으로 12음렬을 소개

한다.39) 12음렬에 기초한 곡들은 아래의 <표 39>와 같이 3급, 6급, 7급에

나타나며 변주곡의 각 곡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10곡으로 나타난다. 원형

음렬을 바탕으로 역행, 전위, 역행전위의 변형 음렬들까지 모두 소개가 되

는데, 이 모든 음렬을 포함하는 6급의 <별을 바라보며>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형 음렬 혹은 원형 음렬과 다른 변형된 음렬 두 가지 정도로 각

난이도에 맞도록 소개가 되어 있다.

39) 예비급은 C음에서 증4도 위의 F♯음까지 순차적로 진행되는 짧은 반음계

(C-C♯-D-D♯-E-F-F♯), 1급 다양한 음정 도약으로 심화된 반음계, 2급은 선

율의 일부분(F-F♯-G-B♭)을 역행(B♭-G-F♯-F)한 짧은 패시지를 소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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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12음렬에 기초한 악곡 구성

급수 곡명 음렬 제시

3급 여전히 추운 밤(A Cold Still Night) 원형, 전위

6급
이상한 춤(Strange Dance) 원형

별을 바라보며(Star Gazing) 원형, 전위, 역행, 역행전위

7급
변주곡

(Variations)

주제(Theme) 원형

변주1. 왈츠(Waltz) 원형 

변주2. 코랄(Chorale) 원형, 역행 

변주3. 유령의 춤(Ghost Dance) 원형

변주4. 인벤션(Invention) 원형, 역행

변주5. 카덴차(Cadenza) 원형

변주6. 피날레(Finale) 원형, 역행 

원형 음렬은 곡의 난이도에 따른 음정 구성을 보이는데, 급수가 낮을수

록 단2도의 반음 관계가 많고 급수가 올라감에 따라 더욱 도약적인 음정을

포함한다. 또한, 음렬에 기초한 음악은 모든 음이 동등하게 취급되어 화성

간의 긴장이나 해결이 없으므로 예상치 못한 불협화적인 음향들을 자아내

게 된다. 학습자들이 경험하게 될 이러한 매우 현대적인 음향들은 대부분

서정적이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표제로서 묘사되어 있다.

1) <여전히 추운 밤>

이 곡에서 발견되는 주요 음악적 특징은 아래의 <표 40>과 같다. 표제

의 으슥하고 싸늘한 분위기는 음렬의 음향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음렬은 양손을 교대하는 단선율로 제시되어 있으며, 매우 단순한 리

듬 안에서 상· 하행하는 단2도의 음정으로 어렵지 않게 나타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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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에는 원형 음렬과 전위 음렬이 제시되는데, 전체 21마디 중 8마디에만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음렬 외에는 반음계가 추가된다.

<표 40> 3급, 쿨타르의 <여전히 추운 밤>의 주요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AB(A: 마디 18, B: 마디 12-16, 코다: 마디 17-21)
박자 2/4
음계 부분 12음렬(원형: 마디 1-3, 전위: 마디 5-7), 반음계
화성 불협화음, 감3화음→장3화음 종지
템포 Quite slowly(Assez lentement)
선율(악구) 12음렬의 양손교대 단선율(규칙적인 4마디 악구)
음역 G2-E♭5
셈여림 p, mp, mf
아티큘레이션 이음줄(두음 슬러, 세음 슬러)

인용 작곡가 및 경향

1) 12음렬 창안: 쇤베르크 

2) 12음렬의 대위 작법을 소개: 크셰넥

3) 12음렬의 풍자: 바르톡

이 학습곡에는 C에서 C까지의 사이의 모든 반음들을 포함하는 ‘12음렬’

이 사용되어 있다(Coulthard, 1977, Teacher’s Manual III, p. 36). 원형 음

렬과 전위 음렬로 나타나며, 아래의 <악보 86>과 같이 제시된다.

<악보 86> 3급, 쿨타르, <여전히 추운 밤>에 사용된 원형 음렬, 전위 음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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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음렬은 단2도, 단3도, 완전4도, 감6도의 음정들로 구성되는데, 손이

작은 학습자들도 어렵지 않게 음렬을 연주할 수 있도록 단 2도의 음정 구

성을 가장 많이 보인다. 음정 배열은 다르나 전위 음렬에서 또한 단2도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먼저, 원형 음렬은 아래의 <악보 87>과 같이 양손을 교대하는 단선율로

제시된다. 음렬은 단순하면서도 어렵지 않게 모두 소개된다. 음렬에 해당하

는 도약음정들은 양손 교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나머지

는 단2도는 마디 1-2에서와 같이 한 손에서 두 음씩 어렵지 않게 제시된

다. 마디 1부터 마디 3의 첫 A♭음까지를 포함하면 가장 낮은 E음부터 높

은 C음 사이에 해당하는 모든 반음들을 연주한 셈이 된다. 나머지 세 개의

음들은 역시 마디 3의 왼손에서 C♯음부터 순차적인 단2도 간격의 상행진

행으로 어렵지 않게 나타난다.

<악보 87> 3급, 쿨타르, <여전히 추운 밤>, 마디 1-3(원형 음렬)

전위 음렬은 아래의 <악보 88>과 같이 마디 5-7에 나타난다. 원형 음렬

과 동일한 리듬 패턴으로 이루어진다. 단 양손의 역할은 전환되어 있다. 원

형 음렬 패시지와 비교해볼 때 전위 음렬에서는 임시표가 보다 많이 사용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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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8> 3급, 쿨타르, <여전히 추운 밤>, 마디 5-7(전위 음렬)

살펴본 원형, 전위 음렬 패시지는 세 마디 동안 짧게 제시된다. 그리고

이후 새로운 반음계 종지와 결합하여 총 4마디의 한 악구를 형성한다. 특

히 악구의 종지 부분에는 감3화음이 위치해 있는데, 반음이 이동하면서 협

화적인 화음으로 이완된다. 음렬 패시지에서 협화적인 3화음의 등장은 표

제와 관련하여 또 다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2) <이상한 춤>

이 곡의 표제는 음렬 음악을 학습하는데 다양한 영감을 준다. 표제로부

터 암시되는 ‘이상한’ 느낌은 음렬 기법으로 창출되는 다소 낯설고 생소한

불협화적인 음향을 경험하게 될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호기심과 음악적 상

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이 곡에서 발견되는 음악적 특징은 아래 <표 41>의 내용과 같다. 총 11

마디에 걸쳐 원형 음렬은 곡 전체 제시되어 있다. 선율과 화성 텍스쳐, 변

박자, 템포의 변화, 세분화된 음가들의 리듬 조합, 셋잇단 리듬, 고조되는

셈여림, 높은 음역으로의 왼손 교차 등 다양한 요소들이 제시되면서 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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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를 더욱 생동감 있게 표현해준다. 특히 부드러운 레가토 터치와 매

우 여린 ppp셈여림은 마치 꿈속에서 춤을 추는 몽롱한 장면을 더욱 섬세

하며 감각적으로 그려준다.

<표 41> 6급, 쿨타르, <이상한 춤>의 주요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통절(마디 1-11)

박자 변박자 6/8->9/8->6/8

음계 전체 12음렬

화성 왼손-음렬의 수직적 제시, 단3도 페달 포인트, 부분 지속페달

템포 Poco lento, Grazioso

선율(악구) 오른손-음렬의 수평적 제시(템포변화에 의해 악구 구분)

음역 E2-F♯6

셈여림 ppp, mp, mf
아티큘레이션 매우 부드러운 레가토, 루바토

인용 작곡가 및 경향 12음 기법: 쇤베르크

이 곡에는 원형 음렬만이 사용되며 그 음렬은 아래의 <악보 89>와 같

다. 단2도를 자주 제시했던 이전 급수에서의 음렬과 달리 증2도, 감3도, 증

4도와 같은 도약하는 불협음정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악보 89> 6급, 쿨타르, <이상한 춤>에 사용된 원형 음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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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음렬은 전체 11마디에 걸쳐 네 번 이상 반복된다. 아래의 <악보

90>과 같이 음렬은 수직, 수평적으로 사용된다. 먼저 오른손의 선율은 비

교적 동일한 리듬 패턴 안에서 나타나며, 음렬의 2-3번째 음정인 감3도는

증6도, 10-11번째 음정인 증4도는 감5도 음정으로 일부 전위되어 있다. 마

디 3에서 보이는 11-12번째 음정인 D♭음과 E음은 증2도로서 강조된다.

음렬은 모든 음을 동등하게 한번 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4,

5, 8, 11, 12번째의 음들을 중복 사용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세분된

음가가 제시되면서 리듬을 빠르게 처리해야하는 어려움을 음을 중복으로

처리하여 난이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악보 90> 6급, 쿨타르의 <이상한 춤>, 마디 1-3(원형 음렬)

음렬은 위의 <악보 90>과 같이 또한 수직적으로 쌓아진 화음으로도 제

시된다. 장3도, 감4도, 완전5도, 장2도, 증4도, 감7도와 같은 다양한 음정들

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이 곡은 단순히 음렬 기법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렬 기

법을 가장 처음으로 시도했던 쇤베르크 작품 <5개의 피아노 작품>40), Op.

40) 이 작품은 쇤베르크의 전체 창작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편이나, 서양음악

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던 그의 음악 양식이 그대로 담겨있는 점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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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 ‘왈츠’의 음악스타일을 흡사하게 반영하고 있다.41) 20세기 무조음악

의 한 음악 스타일을 소개해준다. 쿨타르의 <이상한 춤>에 반영된 쇤베르

크의 작곡기법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42>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쿨타르

는 쇤베르크와 동일하게 음렬을 수평· 수직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박자와

템포의 변화를 적용하였다. 또한 16분음표 한 가지 음가만을 사용하였지만

쇤베르크 못지않게 매우 다채로운 리듬을 제시하고,42) 더욱 여린 범위에서

셈여림을 사용하였다.

<표 42> 쇤베르크의 <5개의 피아노> ‘왈츠’ vs 쿨타르의 <이상한 춤> 

작곡가 쇤베르크 쿨타르
표제 왈츠 이상한 춤
음렬기법 작곡방식 선율(수평), 화성(수직) 선율(수평), 화성(수직)
박자 3/8, 변박(3/8, 2/8, 4/8, 5/8) 6/8, 변박(6/8, 9/8)
음가 16분음표, 32분음표 16분음표

템포 =72, Langsamer( =120) Poco lento, Grazioso

셈여림 pp-ff ppp-mf

20세기 음악사 전체와 20세기 피아노 문헌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오희숙, 2012, p. 176).
41) 이 작품에서 1번은 3개음, 2번은 9개음, 3번은 5개음, 4번은 6개음을 음렬로

하며 무조음악이 초기 12음 기법으로 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최연정, 2010, p.

8). 1번부터 4번까지는 무조적 양식에 의한 작품으로 부분적으로 12음 기법이

쓰였으며, 5번 ‘왈츠’만이 12음 기법에 의하여 작곡되었다(차호성, 오희숙, 김미

옥, 2012, p. 180).
42) 를 기준으로 리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15 -

3) <별을 바라보며>

이 곡에서 발견되는 주요 음악적 특징은 아래의 <표 43>과 같다. 음렬

은 원형, 역행, 전위, 역행전위로 모두 제시되는데, 학습자들에게 음렬을 쉽

게 기억시키기 위해 표제와 관련하여 12개의 별들(Star Point)로 음렬을 묘

사해준다. 음렬은 전체 21마디 가운데 단편적으로 사용되어 있다. 특별히

음렬 패시지에는 박자를 따로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음렬의 음들을 자유롭

게 연주(Star point very freely)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음렬은 페달의 울

림으로 더욱 별들의 인상으로 표현되는데, 가볍고 부드러운 레가토와 스타

카토 터치가 요구된다. 음렬 외에는 반음계 패시지가 사용되어 있다.

<표 43> 6급, 쿨타르, <별을 바라보며>의 주요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ABCD(A: 마디 1-5, B: 마디 6-10, C: 마디 11-15, D: 마디 16-21)

박자 4/4, 무박

음계
부분 12음렬, 반음계
(원형: 마디 2, 역행: 마디 7, 전위: 마디 12, 역행-전위: 마디 17)

화성 
장2도 음정, 9도 화성, 하강하는 반음계 베이스라인, 
매우 섬세한 레가토페달과 지속페달

템포 Quite slowly(Assez lentement); Star point very freely

선율(악구) 음렬의 영향을 받은 자유로운 선율

음역 C3-F6

셈여림 ppp-mf

아티큘레이션 따듯한 레가토, 가볍고 부드러운 스타카토 

인용 작곡가 및 경향
1) 쇤베르크: 12음 기법, 음렬 음악
2) 크셰넥: 12음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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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에 수록된 <별을 바라보며>는 원형 음렬 뿐 아니라 역행, 전위, 전위

역행 음렬을 모두 제시한다. 각 음렬은 <악보 91>과 같이 나타난다. 원형

음렬은 악보에 표기된 바와 같이 단2도의 가까운 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악보 91> 6급, 쿨타르, <별을 바라보며>의 음렬(원형, 역행, 전위, 역행전위)

제시된 네 가지 음렬들은 곡 전체에서 아래의 <표 44>와 같이 한 마디

에 한 음렬씩 단편적으로 제시된다. 음렬들은 2마디, 7마디, 12마디, 17마디

에 전체 네 마디에서만 제시된다. 음렬 외에는 자유로운 반음계 패시지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표 44> 6급, 쿨타르, <별을 바라보며>의 전체 악곡 구조

반음계적 진행(1) 원형 음렬(2) 반음계적 진행(3) 반음계(4-5)

반음계적 진행(6) 역행 음렬(7) 반음계적 진행(8) 반음계(9-10)

반음계적 진행(11) 전위 음렬(12) 반음계적 진행(13) 반음계(14-15)

반음계적 진행(16) 역행전위 음렬(17) 반음계적 진행(18) 반음계(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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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44>에 근거하여 한 예를 살펴보면, 아래의 <악보 92>와 같이

제시된다. ‘반음계적 진행-원형 음렬-반음계적 진행-반음계’로 이루어진 전

체 5마디의 불규칙한 악구를 형성한다.

<악보 92> 6급, 쿨타르, <별을 바라보며>, 마디 1-5

먼저, 원형 음렬은 아래의 <악보 93>과 같이 마디 2에 제시된다. 양손을

교대하며 나타나는 모든 12음은 악보 상에서 수직적으로 매우 도약하는 음

정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오른손과 왼손 각각은 이웃한 단2도의 가까

운 음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음렬을 연주할 수 있다.

<악보 93> 6급, 쿨타르, <별을 바라보며>, 마디 2(원형 음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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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역행 음렬은 아래의 <악보 94>와 같이 원형음렬과 동일한 패

시지로 제시된다. 원형 음렬의 마지막 음이 역행 음렬의 첫 번째 음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음정 배열을 만든다. 그러나 단2도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

되어 있어 마찬가지로 연주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다. 원형 음렬에서의 왼

손-오른손의 위치는 역행 음렬에서 오른손-왼손의 위치로 전환되어 있다.

<악보 94> 6급, 쿨타르, <별을 바라보며>, 마디 7(역행 음렬)

다음으로 전위 음렬은 아래의 <악보 95>와 같다. 원형 음렬에서 1-2번

째 음정인 증4도는 전위 음렬에서 G-D♯의 감5도로 일부 전위되어 있는

데, 이러한 제시는 3급의 <여전히 추운 밤>에도 발견되었던 부분이다.

<악보 95> 6급, 쿨타르, <별을 바라보며>, 마디 12(전위 음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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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역행전위 음렬은 아래의 <악보 96>과 같이 나타난다. 이 음렬

은 이전 음렬들에서 살펴보았던 음정 구성과 달리 더욱 도약적인 음정들로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체로 단2도의 반음 구성을 보였던 이전의 음

렬 패시지와는 구별된다. 역행전위 음렬에서 3-4번째 음인 증4(C-F♯)는

감5도(F♯-C), 7-8번째 음인 증4도(B♭-E)는 감5도(E-B♭)로 제시되어 있

다. 11번째 음인 G♯음이 A♭음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악보 96> 6급, 쿨타르, <별을 바라보며>, 마디 17(역행전위 음렬)

살펴본 음렬들은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묘사하는 ‘Star points freely’ 지

시어로 묘사된다. 음렬에 해당하는 모든 12개의 음들은 지속 페달의 울림

으로 더욱 불협화적인 음향으로 창출된다. 별들이 한데 모여 있는 인상을

그려주는 이 음렬 패시지들은 스타카토와 pp의 여린 셈여림 처리로 더욱

반짝이는 별들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해줌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새로

운 분위기의 음렬 음악을 선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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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주곡>

이 곡에서 발견되는 주요 음악적 특징은 아래의 <표 45>의 내용과 같

다. 한 가지 음렬을 바탕으로 주제와 여섯 가지의 다양한 변주를 보이며

각 곡마다 표제를 지닌다. 각 변주마다 음렬은 다양한 음악 요소들과 복합

되면서 각기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박자는 변박자, 무박, 4/1박자로

나타나며, 템포의 빠르기도 다채롭다. 다채로운 텍스쳐 구성을 보이며 음역

과 셈여림 또한 폭넓게 사용되어 있다.

<표 45> 7급, 듀크, <변주곡>의 주요 음악적 특징

주제 변주1 변주2 변주3 변주4 변주5 변주6

부제 Waltz Chorale
Ghost 
Dance

Invention Cadenza Finale

분위기

드라마틱
하고 

확신에 
찬 듯이

가볍고 
감상적으

로

풍자
적인 
코랄 

풍으로

매우 
빠르고 
가능한 

조용하게, 
무표정으

로

지나치게 
규칙적이고 
수학적인 
사운드로

자유로운 
리듬으로

느리고 
위엄있게

박자 4/4
3/4→2/4→

3/4
4/4 무박 7/4 무박  4/1

마디 14 20 8 17 10 1 14

템포 Allegro Moderate
Slow
(Lent)

Fast(Vite) Allegro 없음
Slow
(Lent)

텍스쳐

2성부 
유니즌 
선율 및 

화음

선율과 
반주

4성부 
코랄 

선율과 
반주

2성부 
대위선율

단선율

다성부 및
2성부 
유니즌 
선율

음역 G1-B5 A2-F♯5 B1-C♯5 E2-D7 D2-B5 A3-B♭5 G1-B♭7

음가

셈여림 p, mp, 
mf, sffz 

p, pp, 
mf, f f ppp mf

fff-ppp, 
ff-pp,

p-cresc

기타
기법

페달
포인트

페달
포인트

소프트페
달

즉흥
연주

페달
포인트,
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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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각 변주에서는 원형 음렬 혹은 원형 음렬과 역행 음렬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작곡 유형은 <표 46>에서 살펴볼 수 있다. 주제에서 엄격

하게 제시된 원형 음렬이 이후 각 변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

다. 변주 2, 4, 6은 역행 음렬도 부분 제시된다. 원형 음렬은 변주 1, 3, 5에

서 엄격하게 나타나는 반면, 변주 2, 6은 원형 음렬의 일부 몇 개의 음들만

을 제시하거나 음렬의 중간 음부터 역행되는 특이한 역행 음렬 등 자유로

운 음렬 구성을 보인다.

<표 46> 7급, 듀크, <변주곡>에 사용된 음렬과 작곡 유형

주제 변주1 변주2 변주3 변주4 변주5 변주 6

원형 원형 원형, 역행 원형 원형, 역행 원형 원형, 역행 

엄격 엄격 자유 엄격 엄격 엄격 자유

먼저, <변주곡>의 주제(Theme)에 제시된 원형 음렬부터 살펴보면 아래

의 <악보 97>과 같다.

<악보 97> 7급, 듀크, <변주곡> 중 ‘주제’에 사용된 원형 음렬

주제에서 엄격하게 사용된 원형 음렬은 아래의 <악보 98>과 <악보 99>

와 같이 수평, 수직적으로 제시된다. 먼저 <악보 98>은 8도 유니즌 2성부

와 도약하는 음정으로 나타난다. 2분음표 음가들로 나열되며 마디 7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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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붓점 리듬이 추가되어 있다. 음렬은 4개의 음들을 그룹으로 3개의 불규칙

한 악구를 형성하는데, 특히 마디 2-3과 마디 5-6을 연결해주는 붙임줄은 음

가의 길이를 확장시킴으로써 악구의 길이에 영향을 주게 된다. 셈여림은 또한

악구마다 점차 확장되도록 상이하게 표기되어 있다(p, mp, 크레센도).

<악보 98> 7급, 듀크, <변주곡> 중 ‘주제’, 마디 1-7(원형 음렬)

원형 음렬은 또한 아래의 <악보 99>와 같이 수직적으로 제시된다. 각

화음은 마디 9-11과 같이 양손에서 동일한 화음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제시는 서로 다른 음들을 한꺼번에 연주해야하는 어려움을 해결해준다. 마

디 12부터는 빠르게 화음을 변화시키지만 마찬가지로 왼손에서 붙임줄을

추가함으로써 양손의 화음 패시지를 어렵지 않게 완만하게 구성한 것을 보

여준다. 왼손에 나타나는 긴 음의 처리는 페달 포인트를 연상시키는데, 이

기법은 이후 변주에서 매우 특징적으로 사용된다. 마지막 마디 15는 왼손

이 오른손 위를 교차하는 음역의 이동을 보여주는데, 음렬에서 1번째와 3

번째 음인 C음과 B음의 7도 불협화음정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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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9> 7급, 듀크, <변주곡> 중 ‘주제’, 마디 8-15(원형 음렬)

다음으로 4성부로 확대된 ‘변주 2’를 살펴보면 <악보 100>과 같이 제시

된다. 원형 음렬과 역행 음렬이 모두 제시되는데, 음렬은 보다 자유롭게 변

형된다. 마디 1과 같이 원형 음렬은 3번째 음인 B음부터 시작되고, 마디 2

의 오른손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음렬의 순서와 상관없이 9번째 음인 E음

과 12번째 음인 B♭음이 갑자기 제시되는 부분도 찾아볼 수 있다. 왼손에

서는 2번째 음인 G음을 지나치게 반복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이는 주

제에서 살펴본 페달 포인트 기법을 연상시킨다.

<악보 100> 7급, 듀크, <변주곡> 중 ‘변주 2’, 마디 1-2(원형 음렬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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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유로운 변주 2와 달리 엄격한 음렬 구성을 보이는 ‘변주 4’를 살

펴보면, <악보 101>과 같다. 여섯 개의 변주들 가운데 원형 음렬과 역행

음렬의 가장 엄격한 사용을 보여준다. 엄격한 카논 기법 안에서 2성부의

대위진행을 보이는데 원형 음렬은 전체 10마디 동안 오른손에서 4번, 왼손

에서 3번 제시되며 역행 음렬은 마지막 2마디 동안 1번 등장한다.

<악보 101> 7급, 듀크, <변주곡> 중 ‘변주 4’, 마디 1-10(원형 음렬, 역행 음렬)

‘변주 4’는 불규칙적인 위의 <악보 101>과 같이 7/4박자로 재구성된다.

두 성부에 제시된 원형 음렬은 카논 기법 안에서 동일한 음의 중첩 없이

단2도로 부딪히는 수직적인 불협화음정을 자주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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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변주 6’은 아래의 <악보 102>와 같이 또 다른 음렬의 자유로운

구성을 보여준다. ‘변주 2’에서 집중적으로 제시되었던 원형 음렬의 2번째

음인 G음은 아래의 변주에서 모든 마디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반복되

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페달 포인트를 연상시키는 이 G음은 온음표를 2

배로 연장시킨 겹온음표로 적용되어 곡 전체를 지배한다.

원형 음렬은 마디 1-2와 같이 음렬의 단편인 12, 1, 2번째 음들로 반복되

며 마디 4-5와 같이 6번째 음부터 일부 음렬의 역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원형 음렬의 7, 9, 10, 11번째에 해당하는 음들은 곡 전체에서 한 번도 사용

되지 않는다.

<악보 102> 7급, 듀크, <변주곡> 중 ‘변주 6’, 마디 1-5(원형 음렬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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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성음계

합성음계 혹은 인공음계는 기존에 존재하던 선법, 장· 단음계, 반음계와는

다른 음계 패턴들을 갖는 것을 말하며, 부조니에 의해 설명되었다(Coulthard,

Duke, Hansen, 1977-1978, Teacher’s Manual I-VIII, p. 52). 부조니는 7음

계에서 다양한 음정배열을 시도함으로서 합성음계가 다양하게 창조될 수

있음을 실험하였는데, 그의 저서 ⌜새로운 음악미학의 스케치⌟(Sketch of
a New Esthetic of Music)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다.

나는 7음음계 음정들의 배열 가능성을 모두 시도해왔다; 100개의 음

계들과 13개의 다른 음계들에서 반음을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성공시

켰다. 이들의 113개의 음계들(C-C)은 우리의 친근한 24개의 장· 단조

성 부분을 더 크게 구성하고, 게다가 고유한 성격의 새로운 조들의 일

련을 구성한다. 이와 함께 나의 것들은 고갈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화성과 선율에서 두 개의 조를 혼합하는 것 외에도 113개 음계들 중

하나를 자유롭게 변형해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Busoni, 1911, p. 29).

아래의 <악보 103>에서 나타나는 음계들은 부조니가 제시한 합성음계의

예들이다. 그는 C에서 시작하여 C로 마치는 7음음계를 기준으로 하고 옥

타브 안에서 장2도, 단2도, 증2도를 자유롭게 배열하여 자신만의 특별한 합

성음계를 창조해냈다. 장음계를 대표적인 예로 합성음계와 비교해보면, 장

음계에서는 단2도를 3-4와 7-8번째 음, 그리고 나머지 음에 장2도를 배치

하지만 부조니의 합성음계에서는 장2도의 자리에 단2도를 추가 배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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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음계에 없는 증2도를 추가하여 장2도 대신 사용하는 등의 새로운

배열 시도를 보여준다.

<악보 103> 부조니의 합성음계

따라서 합성음계는 작곡가 스스로 정한 음계와 임의로 배정된 음정 배열

로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일정한 음정 배열의 규칙을 갖는

선법이나 장· 단음계, 오음음계, 온음음계와 같은 음계들을 제외한 음계로

볼 수 있다. 이 교재에서 합성음계는 <표 47>에서와 같이 3급에서 한 곡

으로 나타난다.

<표 47> 합성음계에 기초한 악곡 구성

급수 곡명 합성음계 20세기 기법

3급 나비(Butterflies) D-E♭-E♮-F-F♯-G♯-A-B 3화음의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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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급, 듀크, <나비>

이 곡의 주요 음악적 특징은 아래의 <표 48>의 내용과 같다. 단순 2부

분 구성의 매우 온화한 3/4박자의 왈츠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와 관련하여

연약한 나비가 우아하게 날아가는 모습은 여린 셈여림과 레가토, 긴 음들

의 잔향으로 표현된다. 합성음계 외에는 반음계가 주로 사용되어 있으며,

마디 곳곳에 내림표, 올림표, 제자리표가 자주 등장한다. 이 곡에는 20세기

기법인 장· 단3화음의 병행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표 48> 3급, 듀크, <나비>의 주요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AB(A: 마디 1-7, B: 마디 8-12, 코다: 마디 13-14)

박자 3/4

음계 합성음계(마디 8), 반음계(마디 1-7, 9-14)

화성 장· 단3화음 병행

템포 Moderate(Modéré)

선율(악구)
단순한 선법반주의 예상하지 않은 울림과 합성음계로 이루어진 
선율, 순차 하행(불규칙학 악구의 자유로운 구성: 7-3-2-2)

음역 G3-B5

셈여림 pp-mp
아티큘레이션 레가토

인용 작곡가 및 경향
1) 합성음계: 부조니 
2) 반음계의 교대: 쇼팽 
3) 이국음계: 드뷔시

이 곡에 사용된 합성음계는 아래의 <악보 104>와 같이 나타난다. 작곡

가 듀크는 단2도와 장2도로 구성된 D부터 B까지의 8음계를 만들었는데,

이 음계에는 단2도가 빈번하게 사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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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4> 3급, 듀크, <나비>에 사용된 합성음계

이 합성음계는 학습곡에서 아래의 <악보 105>와 같이 마디 8에 단편적

으로 제시된다. 합성음계에 해당하는 모든 음이 한마디에 걸쳐 모두 사용

된다. 오른손 선율은 단7도-단2도-증2도-장2도-단2도의 음정 구성을 보이

며 왼손은 장3도 음정과 완전 5도 음정을 이룬다.

<악보 105> 3급, 듀크, <나비>, 마디 8

특별히 위의 <악보 105>와 같이 왼손의 음정은 오른손의 음과 수직적으

로 결합하면서 E-G♯-B의 장3화음과 B-E♭(D♯)-F♯의 장3화음을 형성

한다. 이러한 3화음 병행기법은 합성음계가 사용되지 않은 마디 전체에 있

어서도 특징적으로 나타나있다. 한 예로 첫 번째 악구를 보여주는 마디

1-7에서는 EM-Bm-GM-Bm-EM-CM와 같은 장· 단3화음 교대의 화성진

행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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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음계는 예상치 못한 반음계를 보이는 완전히 자유로운 음계 패시지

를 보이는데 여기에는 호른 5도(Horn 5th)43)가 사용되어 있다(Duke, 1977,

p. 19). 아래의 <악보 106>에서와 같이 호른 5도는 수직적으로 마디 8에서

E와 B음, B와 F♯음, 마디 9에서 D와 A음으로 나타난다.

<악보 106> 3급, 듀크, <나비>, 마디 8-10

합성음계가 제시된 마디 8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반음계적인

패시지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합성음계에 나타나지 않은 아래의 <악보

107>과 같은 네 개의 음들이 추가 사용되어 있다. 8음음계로 이루어진 합

성음계와 그 외의 C, D♭, G, A♯의 음들을 더하면 한 옥타브 내에서의

모든 12개의 반음들이 사용된 셈이다.

<악보 107> 3급, 듀크, <나비>, 합성음계 외에 사용된 나머지 4개의 음

43) 호른 5도는 대위법에서 특이한 음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형태는 호른의 악

기에 밸브가 없던 시대에 자주 쓰였다(나인용, 1981,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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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음계를 적용한 창작

본 장에서는 교회선법, 온음음계, 오음음계, 12음렬, 합성음계에 기초하여

피아노 교육을 목적으로 작곡된 다섯 가지의 창작품들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창작곡들은 해당 음계들에 초점을 두면서 동시에 분석에서 발견된 현대

적인 기법들과 각 급수마다 나타나는 다양한 음악적 특징들을 반영한 것으

로서 <우리시대의 음악>의 학습곡과 흡사한 작품으로 소개되어 있다. 단,

창작곡의 난이도 설정에 있어서는 교재의 저자들이 급수 결정에 명확한 기

준점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창작곡에서는 대략적인 난이도로 초급,

중급, 상급을 적용하여 창작곡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창작곡들은 음계와 현대적인 작곡기법들 외에도 <우리시대의 음악>

에서 나타난 ‘선율 차용 기법’을 채택하고 있다. 캐나다 자국의 선율을 상

당 수 차용하였는데, 이를 반영하여 본 창작곡에서도 한국적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새야 새야> 전래 민요와 <사과 같은 내 얼굴>과 <똑같아요>

동요 선율을 반영하였다. 학습자들에게 잘 알려진 선율을 차용하여 장· 단

조 외의 다양한 음계에 새롭게 적용하는 것은 각 음계 자체가 지니는 고유

의 특성과 색채를 더욱 즐겁게 발견하고 경험하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모

든 창작곡들은 기존 선율의 제목에서 흥미롭게 패러디된 흥미로운 표제들

로 재구성되었다. 때문에 학습자들은 새로운 음계 안에서 재창작된 선율이

주는 분위기를 표제를 통해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창작을 통해 많은 피아노 교사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작

곡적인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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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선법에 의한 작품 <신비한 나라의 새>

이 곡은 초급 수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신비한 나라에 사는 새를 선법

의 색채로서 묘사해준다. 아래의 <표 4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곡은

연탄곡으로 구성되어있는데, 학습자는 차용된 <새야 새야> 선율을 양손을

교대하여 단선율로 연주하고 교사는 그 선율을 다채로운 리듬과 화성 반주

로서 보충하도록 제공된다. 학습자는 몇 개의 음으로만 선율을 연주하지만

반주로부터 에올리아의 색채를 27마디 동안 느껴볼 수가 있다. 앙상블의

조화를 더욱 잘 표현하도록 셈여림은 교사와 학습자 간에 구별되어 제시되

어 있다. 또한 각 마디에는 수직적으로 다양한 불협음정을 자아낸다.

<표 49> <신비한 나라의 새>의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통절(마디 1-27)

박자 2/4

음계 A에올리아 선법

화성 연주자 2(교사): 5도 음정의 순차 하행

템포 느리게, 표현력을 가지고

선율(악구)
연주자 1(학생): <새야 새야>의 선율 차용, 선법의 중심음과 
마침음에 기초, 높은 음역의 주선율(3마디 악구)

음역 연주자 1: E5-E6, 연주자 2: A1-E4

셈여림 mp, mf

아티큘레이션 연주자 1: 논 레가토, 연주자 2: 레가토

20세기적 음악 특징 수직적인 불협화음정(2도, 7도, 증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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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작곡에는 아래의 <악보 108>과 같이 우리나라의 잘 알려진 전래동

요 <새야 새야>의 선율이 차용되었다. 선율을 이루는 음은 G, A, D음 세

가지이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느낌을 살리는 겹박자로 제시되어 있다. 선

율은 주로 4도 음정의 상· 하 도약, 동음을 자주 보인다.

<악보 108> 전래 민요 <새야 새야>의 선율

위의 <새야 새야> 선율은 창작곡에서 아래의 <악보 109>와 같이 A에

올리아의 음계로 재창작된다.

<악보 109> A에올리아

학습자가 연주하는 <새야 새야> 선율은 아래의 <악보 110>과 같이 높

은 음역에서 양손을 교대하는 단선율로 제시된다. 차용 선율을 이루는 세

개의 음들은 이 창작곡에서 에올리아 선법에 해당하는 A, B, E의 음으로

나타나 있다. 에올리아 선법의 마침음인 A음과 지배음인 E음은 특히 양손

의 3번 손가락에서 매우 집중되는데, 왼손은 동일한 E음 만을 연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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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디 1, 5, 7에서와 같이 다른 리듬, 오른손 위를 교차하여 연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민첩한 양손의 상호 연결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차용 선율의 겹박자인 6/8박자는 창작곡에서 홑박자인 2/4박자로 재구성

되어 있다. 악구 자체는 3마디로 이루어지는데, 학습자가 다음 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온쉼표 마디를 한 마디씩 추가하였다.

<악보 110> <신비한 나라의 새>, 마디 1-6(연주자 1)

학습자의 선율은 교사의 화성 반주와 결합되면서 아래의 <악보 111>과

같이 리듬과 화성적으로 보다 화려하게 장식된다. 교사의 반주에서는 세

마디 단위의 오스티나토 리듬을 볼 수 있다.

오른손에는 마침음인 A음이 첫 박마다 강조되어 있으며, 학습자가 연주

하지 않는 C음과 D음을 추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적인

민요의 느낌을 자아내는 붓점과 셋잇단리듬이 곡 전체에 특징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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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왼손에는 선법에서 자주 발견되는 5도 음정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 음정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하행한다.

<악보 111> <신비한 나라의 새>, 마디 1-9(연주자 2)

이 곡의 종지는 아래의 <악보 112>와 같은데, 보다 선법의 느낌을 강하

게 자아내도록 제시된다. 교사의 반주 부분에서 왼손의 G-D음과 A-E음으

로 이루어진 5도 음정은 서로 병행하다가 상행 A-E음으로 상행 종지하고,

오른손의 선율 또한 순차적으로 하행하며 종지한다. 또한 학습자의 선율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마디 23-24에서 A에올리아의 일곱 번째 음인 G음

은 A음으로 순차 상행하며 마친다. 이는 딸림음을 기능을 갖는 조성음악에

서의 종지와는 다른 선법 종지 형태를 보여준다.

<악보 112> <신비한 나라의 새>, 마디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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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음음계에 의한 작품 <길 잃은 새들의 대화>

이 곡은 상급 수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음악적 특징은 아래의 <표

50>과 같이 나타난다. 곡 전체에 온음음계를 적용하고 이를 카논 기법으로

처리하여 양손을 대등하게 연주하도록 구성하였으며, 5/4박자를 추가하여

더욱 난이도를 높은 수준으로 곡을 제시하였다. 중심음 기능이 없어 모호

한 느낌을 자아내기에 효과적인 온음음계는 증4도를 쉽게 형성하는데, 이

곡에서 증 4도는 도약 음정으로 곡 전반에 걸쳐 매우 특징적으로 나타난

다. 온음음계는 선율 외에도 음군으로 나타난다. 표제와 관련하여 새들이

대화하는 장면은 카논 기법으로 표현되고, 길을 잃은 장면은 온음음계, 새

의 가벼운 발자국은 곡 전체에 스타카토와 테누토의 아티큘레이션으로 적

용된다.

<표 50> <길 잃은 새들의 대화>의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통절(마디 1-12)

박자 5/4

음계 온음음계

화성 증4도, 온음음계 음군(배음) 

템포 가볍게, 보통 빠르기

선율(악구) 증4도 도약 음정과 순차 하행하는 선율

음역 E0-C8

셈여림 mf, ppp

아티큘레이션 가벼운 스타카토, 테누토

20세기적 음악 특징 증4도, 음군, 5/4박자



- 137 -

이 창작곡에는 위의 <악보 108>과 동일한 <새야 새야>의 선율이 차용

되어 있다. D, G, A의 단 세 개의 음으로만 이루어진 이 기존 선율은 아래

의 <악보 113>과 같이 <길 잃은 새들의 대화>에서 여섯 개의 음으로 이

루어진 온음음계로서 확대되고 재창작된다.

<악보 113> 온음음계

온음음계에 기초한 창작곡에서의 <새야 새야> 선율은 아래의 <악보

114>와 같이 E, F♯, G♯, A♯, C의 음들을 중심으로 변형된다. 그리고 이

선율은 증4도에 기초한다. 기존 선율은 G음을 시작으로 완전4도인 D음으

로 하행하지만, 창작 선율은 마디 1에서 A♯음을 시작으로 E음으로 하행

하는 증4도 음정을 보여준다. 마디 2는 C음에서 F♯음으로 하행하는 증4

도의 순차진행, 마디 3은 E음을 시작으로 A♯음으로 상행하는 증4도의 도

약 진행을 보여준다. 기존 선율의 12/8박자는 불규칙적인 5/4박자로 변경되

어 있다.

<악보 114> 기존 선율 & 온음음계로 재창작된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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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음음계로 변형된 창작 선율은 아래의 <악보 115>와 같이 2성부 카논

의 모방 기법으로 작품 전체를 이룬다. 왼손에서 먼저 선율이 제시되며 오

른손이 뒤따른다. 곡 전체에는 4분음표와 2분음표로 이루어진 단순한 리듬

패턴이 사용되어 있지만, 오른손의 2+3 리듬, 왼손의 3+2 리듬 조합으로

서로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인다. 두 성부는 수직적으로 감3, 감4, 감5, 증6

도, 장2도의 다양한 불협화적인 음정들을 형성하게 된다.

<악보 115> <길 잃은 새들의 대화>, 마디 1-4

선율의 종지는 아래의 <악보 116>과 같이 제시된다. 마디 9부터는 E, F

♯, G♯, A♯, C의 음으로 이루어진 다섯손가락 위치에서 벗어난 D음이

강조된다. 결과적으로 곡 전체에서 온음음계를 이루는 D, E, F♯, G♯, A

♯, C의 음들은 모두 사용된다. 따라서 이 D음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아래

건반을 누른 채로 손가락 번호를 이동시키는 주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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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6> <길 잃은 새들의 대화>, 마디 9-10

마지막 코다부분은 아래의 <악보 117>과 같이 이전의 카논 패시지와는

다른 새로운 패시지로 등장하면서 표제와 관련한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만들도록 유도한다. 이전의 카논 기법에서와 달리 건반의 가장 낮은 음역

과 가장 높은 음역을 극단적으로 아우르도록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20세기 기법인 음군이 추가 적용되는데 선율의 주된 음들이었

던 E, F♯, G♯, A♯, C의 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음군은 또 다른 20세

기 기법으로서 소리 없이 건반을 누르는 배음기법으로 적용된다. 이 음군

위에는 선율의 시작에 사용된 A♯-E-C-B의 음들이 매우 높은 음역에서

단편적으로 제시된다. 학습자는 이 음들을 스타카토로 끊어 연주하여 왼손

의 음군으로 부터 새롭게 창출되는 피아노 내부의 음향을 경험하게 된다.

<악보 117> <길 잃은 새들의 대화>, 마디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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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이 곡은 아래의 <악보 118>과 같이 초급 수준에서 연탄곡으

로서도 활용해 볼 수 있다. 교사와 학습자는 각 성부를 맡아 연주해봄으로

써 5박이 형성하는 비대칭 리듬을 더욱 집중해서 학습해봄과 동시에 두 성

부의 어우러짐을 함께 경험해 볼 수가 있다.

<악보 118> <길 잃은 새들의 대화>, 연탄곡 예시

3. 오음음계에 의한 작품 <사과 다섯 개>

이 곡은 초급 수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음악적 특징은 아래의 <표

51>과 같이 나타난다. 표제의 사과 다섯 개는 오음음계가 사용되었음을 암

시한다. 이 창작곡에서 오음음계는 <사과 같은 내 얼굴> 선율로 차용되어

오음음계 안에서 변형된 형태로서 양손에 교대하며 나타나는데, 단순한 리

듬과 규칙적인 악구를 보여준다. 특별하게 2도 음정을 적용함으로써 오음

음계의 음향을 더욱 불협화적으로 만든다. 단선율 외에는 넓은 음역에서

다섯 개의 음들을 즉흥 연주해볼 수 있는 우연성 음악으로 소개된다. 이

곡은 곡 전체의 지속페달 사용으로 보다 현대적인 음향으로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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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사과 다섯 개>의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통절(도입부: 마디 1, 통절: 마디 2-9, 코다: 마디 10)

박자 무박, 3/4

음계 오음음계

화성 2도 음정, 지속페달(불협화적 울림)

템포 자유롭게, 차분하게

선율(악구) 순자진행, 두 마디 규칙적인 악구, 즉흥적인 넓은 도약선율

음역 넓은 도약(자유롭게), G♭2-G♭4

셈여림 다양한 셈여림(자유롭게), p, mp, mf, f  

아티큘레이션 다양한 터치(자유롭게)

20세기적 음악 특징 무박, 우연성 기법, 넓은 도약, 지속페달, 불협화음정(2도 외)

이 창작곡에는 아래의 <악보 119>와 같이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잘 알

려진 <사과 같은 내 얼굴>의 선율이 차용되어 있다. 이 선율은 C장조 음

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2도, 장2도, 단3도, 완전4도의 음정관계를 보인다.

<악보 119> 동요 <사과 같은 내 얼굴>의 선율

차용된 이 선율은 <악보 120>과 같이 피아노의 검은 건반에서 연주될

수 있는 오음음계로 소개되는데, 이 음계는 장2도-장2도-단3도-장2도의 구

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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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0> 오음음계

기존 선율은 <악보 121>과 같이 오음음계 안에서 동일한 박자와 리듬으

로 재창작된다. 온음음계의 특성상 단2도 음정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존

선율에서 단2도로 순차 진행하는 음정은 오음음계에서 단3도로 도약하는

음정으로 변형된다.

<악보 121> 기존 선율 & 오음음계로 재창작된 선율

창작된 선율은 아래의 <악보 122>와 같이 마디 2-9에 네 마디씩 양손을

교대하는 규칙적인 악구로 제시된다. 기존 동요 선율의 단순한 리듬과 순

차적인 선율 진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마디 8-9에서 리

듬 변형도 보여준다. 각 손가락을 독립하여 어렵지 않게 연주할 수 있도록

다섯 개의 손가락 번호가 모두 제시되어 있으며, 이 다섯손가락의 위치는

두 마디씩 건반의 위치를 옮겨간다. 셈여림은 총 8마디동안 두 마디 단위

로 확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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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2> <사과 다섯 개>, 마디 2-9

학습자는 피아노의 검은 건반 위에서 오음음계를 자유롭게 즉흥 연주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의 <악보 123>과 같이 새로운 우연성 기법

으로 제시된다. 표제와 관련하여 악보에 제시된 다섯 개의 음들은 피아노

건반에 여기저기에 흩어진 사과의 모습을 연상시키도록 제시된다.

교사의 지침으로 학습자는 악보의 설명과 함께 오음음계의 구성음인 G

♭, A♭, B♭, D♭, E♭의 음들을 넓은 음역과 다양한 셈여림 안에서 양손

을 교대로 한음씩 번갈아 연주할 수 있다. 음의 길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

고 모두 즉흥적으로 연주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악보 123> <사과 다섯 개>, 마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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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음렬에 의한 작품 <무엇이 다를까?>

이 곡은 중급 수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아래의 <표 52>와 같은 음악

적 특징을 보인다. 전체 17마디에 걸쳐 원형 음렬과 역행 음렬이 사용되어

있다. 원형 음렬은 3/4박자 안에서 단편적으로 제시되며, 역행 음렬은 12/8

박자에서 안에서 전체 한번 제시된다. 왼손에는 <똑같은가>의 동요 선율

이 차용되어 있으며 오른손에는 새로운 음렬 선율이 창작되어 있다. 이 두

성부는 대위적으로 진행되며 장조 선율과 무조 선율이 서로 어우러진 복조

성의 효과를 자아낸다. 이 곡에서 음렬은 한 성부에 집약되어 있으며 리듬

또한 단순하게 제시되어 있어 학습자로 하여금 음렬을 쉽게 기억하고 연주

할 수 있도록 소개된다. 표제에 제시된 질문의 의미는 두 음렬을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그 답을 찾도록 유도한다. 음렬은 피아노의 전 음역에서 다루

어져 있다.

<표 52> <무엇이 다를까?>의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통절(마디 1-17)
박자 3/4, 12/8(음가 확대, 리듬 단순)
음계 12음렬(원형 음렬, 역행 음렬)
화성 페달 포인트, 2도, 4도, 7도의 불협화음정
템포 조금 느리게, 노래하듯이
선율(악구) 2성부 대위진행, <똑같은가>의 선율 차용
음역 D1-G7
셈여림 mf, pp,

아티큘레이션 레가토

20세기적 음악 특징 음렬 음악, 넓은 음역, 부분 지속페달, 불협화음정, 복조성, 변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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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작곡에는 아래의 <악보 124>와 같이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잘 알려

진 <똑같은가>의 동요 선율이 차용되어 있다. 이 선율은 C장조 음계 안에

서 도약음과 반복음으로 이루어진다. 4분음표와 2분음표만 사용되어 리듬

자체는 매우 단순하다.

<악보 124> 동요 <똑같은가>의 선율

창작곡에서 위의 동요 선율은 새로운 12음렬로 변형 되지 않고, 기존의

C장조 음계 안에서 음정 그대로 왼손에서 제시된다. 전체 8마디로 이루어

져 있는 이 동요 선율은 아래의 <악보 125>에서와 같이 창작곡에서 음가

의 확대로 전체 16마디로 확장되어 있다. 각 마디에 해당하는 마지막 음은

다음 마디로 연결되면서 규칙적인 페달 포인트를 형성한다.

<악보 125> <무엇이 다를까?>, 마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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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2음렬은 오른손에서 새로운 선율로 제시된다. 이 음렬은 아래의

<악보 126>과 같으며, 증4도-장2도-증2도-단2도-증2도-단2-장7도-증4도-

완4-단2-장2도의 다양한 음정 관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음정 구성과 나열

은 전통적인 조성감을 탈피하고 무조적인 색채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협화적인 음정인 2도와 4도 그리고 7도를 포함하고 있다.

<악보 126> 원형 음렬

아래의 <표 53>은 위의 12음렬을 가지고 전위, 역행 그리고 역행전위의

변환을 나타낸 것이다.

<표 53> <무엇이 다를까?> 12음렬의 변환

D G# F# Eb E Db C B F Bb A G
Ab D C A Bb G F# E# B Fb Eb Db
Bb E D Cb C A Ab G Db Gb F Eb
C# G E# D D# C B Bb E A G# F#
C F# E Db D Cb Bb A Eb Ab G F
D# A G E F D C# C F# B A# G#
E A# G# F F# Eb D C G C B A
F B A Gb G Fb Eb D Ab Db C Bb
B E# D# C C# Bb A G# D G F# E
F# B# A# G G# F E D# A D C# B
G C# B Ab A Gb F E Bb Eb D C
A D# C# Bb B Ab G F# C F 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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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창작곡에서 원형 음렬은 아래의 <악보 127>과 같이 각각 여섯 개

의 음들을 단편으로 한마디씩 교대로 제시된다. 마디 2는 1번째부터 6번째

까지의 음, 마디 4는 7번째부터 12번째까지 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원형

음렬은 16마디 동안 전체 네 번 반복되는데 이는 학습자들에게 어렵지 않

게 음렬을 연주하면서 동시에 음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악보 127> <무엇이 다를까?>, 마디 1-4(원형 음렬의 단편)

다음으로 역행 음렬은 아래의 <악보 128>과 같다.

<악보 128> 역행 음렬

창작곡에서 역행 음렬은 아래의 <악보 129>와 같이 12/8박자로 변화된

가장 마지막 종지 부분에 등장한다. 단편적으로 제시되었던 원형 음렬과

역행 음렬은 한 마디 안에서 12개의 음들로 모두 나타난다. 역행 음렬은

오른손의 원형 음렬과 달리 저음에서 나타나며, 느려지는 템포와 점점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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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셈여림으로 섬세한 음렬의 마무리를 돕는다. 학습자는 종지 부분에

제시된 역행 음렬을 연주함으로써 이전의 원형 음렬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악보 129> <무엇이 다를까?>, 마디 16-17(역행 음렬)

5. 합성음계에 의한 작품 <딸기 맛이 나는 파란 사과>

이 곡은 중급 수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음악적 특징은 아래의 <표

54>와 같이 나타난다. <사과 같은 내 얼굴> 선율이 차용되는데, 이 선율

은 새로운 합성음계 기초하여 흥미롭게 재창작된다. 전체 6/8박자, 도입구

와 코다를 지닌 통절형식, 오른손 선율과 왼손의 화성반주의 텍스쳐로 구

성된다. mp의 셈여림을 기준으로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가 적용되어 있으

며, 16분음표가 더해진 리듬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당김음이 곡의 전반을

이룬다. 20세기의 화성 어법인 3화음의 병행 기법을 왼손의 반주에 오스티

나토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는 표제와 관련하여 사과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아리송한 장면을 더욱 효과적으로 묘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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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딸기 맛이 나는 파란 사과>의 음악적 특징

구분 내용 
형식 통절(도입부: 마디 1-4, 통절: 마디 5-12, 코다: 마디 13-16)

박자 6/8

음계 합성음계

화성 3화음의 병행

템포 호기심을 갖고
선율(악구) 대부분 순차 진행(2마디의 규칙적인 악구)
음역 F3-D♭6

셈여림 pp, f,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
아티큘레이션 부드러운 레가토
20세기적 음악 특징 3화음 병행, 불협화음정

이 창작곡에는 위의 <악보 119>와 동일한 <사과 같은 내 얼굴>의 동요

선율이 차용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선율은 아래의 <악보 130>과 같이 C음

에서 C♭음으로 이루어진 합성음계로 재창작된다. 음계에는 단2도와 증2도

의 음정만 적용되어 ‘단2도-단2도-증2도-단2도-단2-증2도-단2도-단2도’의

음정 배열을 보여준다.

<악보 130> 합성음계

<사과 같은 내 얼굴> 선율의 음정을 그대로 합성음계에 적용해보면 아

래의 <악보 131>과 같이 예상치 못한 흥미로운 선율로 변형된다. 기존 선

율에서 C-D-E음의 진행은 창작선율에서 C-D♭-E음의 진행으로 D♭음과

E음 사이에 증2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 음정은 계속적으로 출현하면서 독

특한 음색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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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1> 기존 선율 & 합성음계로 재창작된 선율

합성음계로 재창작된 선율은 아래의 <악보 132>와 같이 6/8박자 안에서

16분음표를 첨가한 특정 리듬과 당김음으로 재창작된다. 각 마디마다 제시

되는 동음은 붙임줄의 등장으로 당김을 형성하며,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이

선율은 증2도와 단2도의 음정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선율은 리듬 패

턴을 반복하는데, 그 리듬은 아래의 <악보 133>과 같이 발전되며 당김음

의 위치 또한 마디 9, 10, 12와 같이 모두 다르게 제시된다. 더욱이 테누토

의 사용이 이를 잘 보여준다.

<악보 132> <딸기 맛이 나는 파란 사과>, 마디 5-8의 선율

<악보 133> <딸기 맛이 나는 파란 사과>, 마디 9-12



- 151 -

위의 오른손의 선율을 반주하는 왼손의 화성은 아래의 <악보 134>와 같

이 20세기의 장· 단3화음 병행 기법으로 나타난다. 각 화음들은 모두 합성

음계에 해당하는 음들로 형성된 것으로 FM-G♭M-Am-G♭M의 진행을

보인다. 각 화음들은 합성음계를 이루는 단2도와 증2도 음정으로 상· 하

진행하는데 피아노의 흑건과 백건의 교대 이동을 보여준다.

<악보 134> <딸기 맛이 나는 파란 사과>, 마디 1-4의 화성 진행

마지막 종지에는 아래의 <악보 135>와 같이 합성음계의 첫 번째 음인

C음이 한 옥타브 높은 음역에서 강조되어 있다. 여기에는 합성음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음 사이의 단2도 음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또한 마디

12의 왼손의 G♭장3화음은 오른손의 C음과 부딪히는 음향을 울린 후 곧바

로 F 장3화음으로 하행하는데, 이는 비조성적 종지의 협화음으로 해결되는

종지 형태를 보여준다. 조성음악에서 볼 수 있는 종격종지와는 구분된다.

<악보 135> <딸기 맛이 나는 파란 사과>, 마디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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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우리시대의 음악>은 장· 단조 이외의 음계들에 기초한 현대적인 작법

을 드러낸 피아노 교재이다. 교재의 분석에서 얻어진 음계의 활용과 그 외

현대적인 작곡기법의 도입은 기존의 전통적인 조성에 입각한 음악을 넘어

서 새롭고 다양한 창작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교재의 작곡가들에 의해 소개된 교회선법, 온음음계, 오음음계, 12음

렬 그리고 합성음계는 창작곡에서 보다 현대적인 측면에서 채택되었다. 이

에 기초한 음계적 재료들의 분석 자체는 교육적이고 창의적이면서도 다채

로운 스타일을 포괄한 피아노 교재 창작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음계들에 기초한 36곡은 다양한 난이도에서 다음과 같

은 작곡기법들을 특징적으로 보였다.

교회선법에 기초한 곡들은 총 18곡으로 예비급부터 7급에 걸쳐 다양한

급수에서 이오니아, 도리아, 프리지아, 리디아, 믹소리디아, 에올리아, 로크

리아 선법으로 모두 제시되었다. 특히 여러 선법들은 예비급과 1급의 초기

급수에서 집중적으로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가

장 종지감이 모호하여 잘 사용되지 않는 로크리아 선법까지 다양하게 소개

되어 있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선법 곡들은 대부분 흰 건반에서 모두

연주될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제시되었지만, 일부 곡에서는 임시표를 포

함한 이조선법으로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선법은 비교적 마침

음과 지배음 중심으로 제시되었으며, 초기 급수에서 단성부 혹은 2성부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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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으로 작곡되었고, 후기급수로 갈수록 선율과 반주의 두터운 다성부 텍스

쳐를 보였다. 또한 20세기적인 기법들과 결합하여 보다 독특한 음향을 자

아내도록 제시되었는데 단순한 2도와 7도의 불협화적인 음정들을 종지부분

에 특징적으로 나타내거나, 지속페달을 사용하여 선법 음들을 모두 중첩시

키거나, 장· 단3화음을 병행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법은

솔로곡 외에도 교사와 학습자와의 연탄곡 구성을 보였으며, 특별히 기존의

선법으로부터 온 그레고리안 성가나 민요 선율을 그대로 차용하는 기법 또

한 선보였다.

온음음계는 총 6곡으로 1급에서 8급에 걸쳐 소개되었다. 그리고 이 음계

는 각 곡 안에서 일부분에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온음음계는 또

다른 반음계와 결합하여 음계의 색채를 흐리거나, 반면 반음계와 패시지를

대조적으로 분리하여 사용함으로써 온음음계만의 색채를 더욱 부각시키기

도 하였다. 이 음계는 주로 2성부의 병진행, 반진행, 대위적인 진행으로 나

타났으며 주로 증4도의 울림을 강조하였다. 온음음계는 선율 외에도 20세

기의 기법인 음군 화성으로 적용되었다.

오음음계는 총 한 곡으로 3급에 제시되었다. 실제 민속 선율을 묘사하도

록 단선율로 이루어진 오음음계로 나타났으며, 두 개의 음정 모티브를 중

심으로 양손에 교대하며 나타났다. 이 음계는 단선율로 나타났지만 20세기

특수기법인 타악기기법과 배음주법과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12음렬은 총 10곡으로 3급부터 7급 사이에 제시되었다. 이 음계에 기초

한 악곡들은 기본적으로 원형 음렬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원형, 역행, 전

위, 역행전위의 네 가지 음렬을 모두 소개해주었다. 여러 음렬이 동시에 소

개될 때는 음렬은 대부분 단편적으로 제시되었다. 12음렬은 3급에서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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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단선율로 시작하여 6급에서 쇤베르크의 작품 스타일과 흡사한 텍

스쳐 구성까지 다양하게 적용되었으며, 특별히 7급에서는 자유로운 음렬의

변주 형태도 보여주었다. 원형 음렬의 음정들은 급수가 낮을수록 연주가

어렵지 않은 단2도 관계를 많이 보였으며, 급수가 높을수록 도약적인 증·

감 음정들을 포함하였다. 음렬은 지속페달 사용으로 더욱 현대적인 음향으

로 창출되었다.

합성음계는 총 한 곡으로 3급에 소개되었다. 이 음계는 단2도와 장2도의

새로운 음정 구성으로 형성되었는데, 곡의 매우 일부분에서만 사용되었다.

그 외에는 곡 전체에서 반음계와 자연스럽게 혼합되었으며, 동시에 20세기

의 기법인 장· 단 3화음의 병행기법이 적용되었다.

독창성과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 이러한 음계들은 교육적인 현대 작품으

로서 참신하게 작곡되었다. 친근한 조성음악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왼손의 호모포니 반주와 오른손의 선율 구성은 해당 악곡 분석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보다 대위적인 성부 진행과 현대적인 화성으로서 나타

났다. 흥미롭게도 일부 곡들은 기존 선율을 차용하면서 일부 선율 음정의

변형을 보였다.

아쉽게도 이 교재가 제시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음계들은 선법을 제외하

고 곡 단편에 일부분 사용되거나 다른 반음계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음계가 주는 자체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

다. 또한 전 급수에 걸쳐 불협화적인 음정을 빈번하게 제시하고 학습자들

에게 낯선 개념들을 일찍이 종합적으로 제시하다보니 국내의 교재들에 비

하여 비교적 난이도가 상향조정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시대의 음악>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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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섯 가지 음계에 기초한 창작곡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재에서 특징

적으로 보였던 20세기의 다양한 작곡기법들을 적극 도입하여 현대적인 음

향과 특수 기법들을 소개하고, 선율 차용 기법을 적용하여 우리 정서를 드

러낼 수 있는 한국의 전래 민요와 동요 선율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보완점

으로 음계가 주는 분위기를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곡 전체에 음계를

사용하였으며, 학습자들이 새로운 음계와 기법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각 수준에 따라 최소한의 음악 개념들을 집약적으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독창적인 국내의 피아노 교재들이 미흡한 현 실정에서 다양한

음계 및 작곡기법을 도입한 창작으로의 적용은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연구

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더욱 새롭고 창의적인 교육 창작품들을 제

시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피아노 교재 연구는 후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급수 구별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구제적인 연구 등도 앞으로 더 탐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작품 창작과 피아노 교육에 관심을 가진 많은 교사들에게 다양한 작곡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되길 바라며, 나아가 음계 및 창

의적인 작곡기법을 도입한 국내의 교육적인 피아노 교재 개발 연구에 진전

을 가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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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and Creative Application of

Canadian Piano Book Music of Our Time

- Focused on the Modes and Scales not Tonal Scales -

Mee Jang

Graduate School In Hansei University

Doctor of Musical Arts

Music of Our Time is Canadian piano book of nine volumes aimed at

from the beginner level through the intermediate to the advanced level.

This book adopts composition techniques based on the various scales

used by many composers in the 20th century depart from those of tonal

music such as church mode, whole-tone scale, pentatonic scale,

twelve-tone row, and synthetic scale. The pieces based on these scales

have educational values because not only making the colorful and

unusual atmosphere but also introducing contemporary techniques

interestingl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36 pieces based on church

modes, whole-tone scale, pentatonic scale, twelve-tone row and arti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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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in Music of Our Time and apply various composition techniques

obtained from analysis on the creation of the actual educational pieces.

First, there were eighteen pieces in church mode, which appeared in

various levels, from the preliminary level to Level 7. There were six

pieces in the whole-tone scale, introduced in Level 1 through Level 8.

One piece in the pentatonic scale presented in Level 3, composed in

monophony describing the melody of the traditional song Canadian

Eskimo. Ten pieces based on the twelve-tone row were between Level

3 and Level 7. The original row was introduced as transformed rows,

such as retrograde, inversion, and retrograde-inversion. Lastly, there

was one piece in the synthetic scale, introduced in Level 3. This scale

was newly composed of major 2nd and minor 2nd and intensively used

in part of the piece. The compositional ideas from the above analysis

were used for the creations of piano pieces based on five scales. These

creations emphasized the unique characters of five scales in each pieces

that was composed by the borrowed melodic technique applied-in

Korean traditional folk song and children's song.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the useful scales and contemporary

techniques for the teachers who are interested in the creation of piano

education works. Furthermore it is suggested that the exploration of the

modern repertories, which educationally introduce the compositional

techniques of the 20th century, should expand and tha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piano educational books should be vit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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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창작 작품 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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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시대의 음악>의 작품 목록

급수 표제 작곡가

1

예비

Subway Ride Duke

2 Counting Song
Coulthard

3 Sorrowful Dance

4 Rain Song Duke

5 Indian Chief
Coulthard

6 The Echo

7 Racing in My Moon Buggy Hansen

8 Sakura(Cherry blossom) Duke

9 New Dolly Dance Coulthard

10 In Bed with the Mumps Hansen

11 Noel de Picardie Duke

12 The Laddie Plays His Bagpipe Coulthard

13 March for a Reluctant Soldier Duke

14 Birthday Morning Coulthard

15 Jacob's Cradle Song Hansen

16 The Jackhammer Coulthard

17 Aurora Borealis Duke

18 *La Belle Françoise Coulthard

19

1급

Alexa's Music Box

Coulthard

20 A First Chorale

21 First Little Dance

22 Alexa's Bell Song

23 By the Fireside 

24 A Little Joke

25 Pussie's in the Well

Hansen

26 Aeolian Lullaby

27 Happy

28 Sad

29 Ding Dong, Merrily on High

30 Irish Jig

31 March 

Duke

32 Bear Dance

33 Clouds

34 Arioso

35 Russian Spring Dance

36 *Lullaby of the Exhausted Ki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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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표제 작곡가
37

2급

Good Morning Song
Coulthard

38 Good Night Song

39 She's Like the Swallow  Duke

40 Night Song for Christopher
Hansen

41 Night Song for Greg

42 Fanfare: A Beastly Promenade  Duke

43 Yellow Emperor Coulthard

44 Canon Duke

45 Grandmother's Nonsense Song Coulthard

46 Twotone Hansen

47 Lullaby for a Baby Seal Coulthard

48 The Cathedral in the Snow Duke

49 The Sailor Boy(A Hornpipe) Coulthard

50 *Lament of the Stone Lion Duke

51

3급

Teeter-Totter
Hansen

52 On the Monkey Bars

53 Smokey the Bear Coulthard

54 Eskimo Song: Chesterfield Inlet Duke

55 A Cold Still Night Coulthard

56 Nursery Sketch Hansen

57 The Whale's Sad Story Coulthard

58 Butterflies Duke

59 Ecossaise Coulthard

60 Penguin Parade Hansen

61 The Gargoyle's Delight Duke

62 Grandmother's Favourite Christmas Song Coulthard

63 *Sidney and Pickles Hansen

64

4급

A Walk in the Woods for Two Coulthard

65 Moon Beams Hansen

66 Swimming Duke

67 Mountain Mist Hansen

68 Dancing to the Gramophone Coulthard

69 Cradle Song Duke

70 Saltspring Cottage Hansen

71 Grandma's Blues Coulthard

72 Barcarolle Duke

73 Grandfather's Harmonica Coulthard

74 The Griffin's Galliard D. Duke

75 Clear Waters Coulthard

76 *The Divine Child Was Born Hansen



- 173 -

번호 급수 표제 작곡가
77

5급

The Rocking Chair Coulthard

78 Traffic Hansen

79 Renaissance Christmas Song Duke

80 Cello Threnody Coulthard

81 Invention: The Chase Hansen

82 The Happy Photographer Coulthard

83 The Unicorn's Pavan Duke

84 Waltz Hansen

85 Cape Breton Lullaby Duke

86 The Haunted Staircase Hansen

87 Morning Fog Duke

88 *Twilight Coulthard

89

6급

Prelude(For a Wildflower) Coulthard

90 Elephants Hansen

91 Saraband Duke

92 Christmas Chimes Hansen

93 Winter's Northern Scene Coulthard

94 The Quarrel Hansen

95 Toccata
Duke

96 Invention

97 Strange Dance Coulthard

98 March Hansen

99 Star Gazing Coulthard

100 *Les Raftsmen Duke

101

7급

Lyric Sonatina Coulthard

102 Variations 

 102-1) Theme

 102-2) Waltz 

 102-3) Chorale

 102-4) Ghost Dance 

 102-5) Invention 

 102-6) Cadenza 

 102-7) Finale

Duke

103 The Eagle's Nest Above the Canyon Coulthard

104 Medieval Christmas Carol Duke

105
Deux Danses 

Fantastiques  

 105-1) I

 105-2) II
Hansen

106 Anti-Confederation Song Duke

107
Prelude and 

Invention 

 107-1) The Strawberry Festival  

 107-2) Fiddler's Frolic
Han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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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7급

Seagulls Duke

109 Quiet Song Coulthard

110 Hymn for Justina Hansen

111 *Villanelle(Country Dance) Coulthard

112 Prelude: Tears Hansen

113

8급

*Duet-Lullaby for a Snowy Night Coulthard

114

Two 

Sentimental 

Waltzs

 114-1) I              

 114-2) II
Duke

115
Three 

Bizarre Dances  

 115-1) Waltz

 115-2) Dance Spiritual 

 115-3) Devil’s Dance

Coulthard

116 The Circus Suite

 116-1) Carousel

 116-2) Clowns

 116-3) Trapeze

 116-4) Jugglers

 116-5) The Circus is Over

Hansen

117 Fugue Duke

118

Four Variations 

on 

“Good King 

Wencelas”

 118-1) Theme 

 118-2) Var.1 

 118-3) Var.2

 118-4) Var.3 

 118-5) Var.4

Coulthard

119

Three Pieces, 

After Dalza 

(c.1507)   

 119-1) Prelude

 119-2) Ricercar

 119-3) Calata

Duke

120
Sonatina 

(Seascapes)

 120-1) Early Morning May

 120-2) A Lonely shore

 120-3) White Caps (Rondo)

Coulthard

121 Nocturne Hansen

* 표기는 연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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