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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민족적 요소와 서양 작곡 기법을 결합하여 그만의 독창적 예술세계를

펼쳐낸 중국 작곡가 강문예 (Chiang Wen-Yeh, 1910-1983)는 중국 근·현

대음악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북경의 명승고적과 풍경을 소재로

한 10개의 소품으로 이루어진 《북경 만화집》 Op. 22는 강문예가 일본에

서 중국으로 이주하면서 창작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1938년에 작곡한 작

품이고, 중급 수준의 학생들이 피아노 연주를 통해 중국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작곡되어 교육용으로도 활용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그리고 중국의

1년 12달의 풍경을 담아 작곡된 《향토 절기 시》 Op. 53은 그가 작곡가로

서 정점에 달한 시기인 1950년에 작곡한 작품으로 중국의 사계절과 절기

및 전통적 풍습을 소재로 작곡되었고, 높은 테크닉을 요구하는 고급 수준

의 작품이다. 12년의 간격을 두고 작곡된 두 작품은 중국의 민족적 요소와

서양 작곡 기법을 융합하기 위해 평생 노력을 기울였던 강문예의 작곡 기

법이 어떻게 발전되고 무르익어갔는지 비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들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경 만화집》 Op. 22와 《향토 절기

시》 Op. 53을 분석함으로써 작곡가로서의 강문예를 조명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하고, ‘강문예가 난이도가 다른 두 곡에서 어떻게 차별되게 민족적

요소를 구사하였는지?’ 그리고 ‘민족적 요소가 어떻게 서양 작곡 기법 속에

녹아들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민족적

요소를 적용한 강문예의 특징적 작곡기법은 1) 명승고적, 자연경관, 절기

및 전통적 풍습, 그리고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을 소재로 사용, 2) 중국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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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전통 음계 적용, 3) 중국 전통 악기의 음향 모방, 그리고 4) 중국 민

요 선율 및 전통 기악곡의 선율 차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족적 요소들

은 서양 작곡 기법과의 결합을 통해 동양적 색채를 지닌 동시에 현대적 음

향을 가진 작품으로 탄생되었다. 이를 위해 그가 적용한 두드러진 작곡 기

법은 1) 서양 음악의 전조 기법을 전통 음계의 전조 과정에 적용, 2) 전통

과 현대를 아우르는 음향 창출을 위한 음계, 음정 및 화음의 사용, 3) 전통

적 선율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한 박자와 리듬의 적용, 4) 대립적이면서 상

호보완적 관계를 가진 셈여림, 템포, 음역, 그리고 아티큘레이션의 적용, 5)

한 악장 내에서 주제 선율을 변형시켜 발전시키는 주제 변형 기법의 적용,

6) 서양 음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형식의 적용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새로운 레퍼토리를 탐색하는 연주자 및 학생들뿐만

아니라, 민족적 요소와 서양 작곡 기법의 융합을 통한 작품 창작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강문예, 《북경 만화집》 Op. 22, 《향토 절기 시》 Op. 53, 민족적 요소,

서양 작곡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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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10년 대만에서 태어난 작곡가 강문예(Chiang Wen-Yeh〔江文也〕,

1910-1983)1)는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하던 중 러시아 태생의 작곡가이자 피아

니스트인 체레프닌(Alexander Tcherepnin, 1899-1977)을 만났다. 체레프닌은

“중국 민족 음악의 특징을 드러낼수록 국제 음악계에서 주목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2) 이러한 사상에 영향을 받은 강문예는 중국 민족 음

악의 심도 깊은 연구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이에 1938년 일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북경으로 이주하였고, 북평사범대학교(Peking Normal University) 현

북경사범대학교(Beijing Normal University)의 교수로 임용되었다. 왕성한 작품

활동을 통해 작곡가로서 명성을 쌓은 강문예는 세계 2차 대전이 종료된 후 중

국 최고의 명문 음악학교 중 하나인 1947년 북평예술전문학교(Peking Art

Academy) 현 중앙음악대학(Central Conservatory of Music)의 교수로 초빙

되었다. 제자 양성에 힘을 쏟고, 작곡가로서 황금기를 누리며 활동 하던 강

문예는 문화대혁명(Cultural Revolution)을 유발하는 사회적 혼란이 시작되면

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3) 이로 인해 그는 작품 활동이 1957년

1) 강문예의 영문명은 Chiang Wen-yeh, Jiang Wenye, 그리고 Jiāng Wényě 등으로
도 표기된다. https://en.wikipedia.org/wiki/Chiang_Wen-yeh 〔2020. 6. 7 접속〕.

2) Jiren Zhang〔张己任〕, “Tcherepnin with the Music of China,” M ingpao
Monthly 14 (1979), 17.

3) Hongyu Liao〔廖红宇〕, “The Application of Sino-Japanese Traditional
Music in Chiang Wen-Yeh’s Piano Music,” (M. A. Diss., Fujian Normal

https://en.wikipedia.org/wiki/Chiang_Wen-y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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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978년까지 21년 동안 금지되는 비극을 맞이하였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의 예술콩쿠르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우승하고, 1938

년 베니스에서 열린 국제 작곡 콩쿠르에서 입상하여4) 중국과 일본 뿐 아

니라 유럽, 미국 등에서도 작품이 연주되면서 촉망받던 작곡가로 알려졌던

강문예는 이러한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중들에게 잊혀져갔다. 하지만

1980년 이후 대만과 중국 음악가들에 의해 강문예가 재조명되기 시작했고

중국 근·현대음악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친 그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강문예의 피아노 작품은 1953년까지 작곡되었는데, 총 30여곡의 피아노

작품과 1곡의 피아노 협주곡이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 주로 활동을 하였던

1937년까지 강문예는 일본 전통 음악 뿐 아니라 바르톡(Bela Bartok,

1881-1945), 프로코피에프(Sergei Prokofiev, 1891-1953),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1882-1971), 드뷔시(Claude Achille Debussy, 1862-1918), 그리고 라벨

(Maurice Ravel, 1875-1937)의 작곡기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5) 특히 강문예

의 음악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친 체레프닌과 1936년 중국의 민요 채집

여행을 다녀온 후 중국 전통 음악과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6) 

북경으로 귀국한 1938년부터는 중국의 민족적 특징이 드러나는 작품 창작

에 몰두하였다. 

University, 2003), 9-10.
4) Hongyu Liao〔廖红宇〕, “The Application of Sino-Japanese Traditional
Music in Chiang Wen-Yeh’s Piano Music,”, 7.

5) Tzongkai Kuo〔郭宗恺〕, “Chiang Wen-Yeh: The Style of His Selected
Piano Works and A Study of Music Modernization in Japan and China,” (D.
M. A. Diss., The Ohio State University, 1987), 4.

6) Xiaoyun Chiang〔江小韵〕, Chiang Wen-Yeh’s P iano Works (Beijing,
Central Conservatory of Music Press, 20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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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삶의 여정으로 인해 강문예의 피아노 작품에는 중국의 민속적 소

재, 풍습 및 풍경 등이 다양하게 담겨 있다.7) 그는 이러한 소재들을 이용

한 모음곡을 즐겨 작곡하였는데, 《5개 소묘》 Op. 4, 《모음곡: 5월》, 《3

개의 샤먼 모음곡》, 《단장 소품》 Op. 8, 《북경 만화집》 Op. 22, 《모

음곡: 스미스 부부에 대한 기억》, 《중국 풍토 시》 Op. 51, 그리고《향토

절기 시》 Op. 53 등이 있다. 이상에서 열거된 강문예의 피아노 모음곡들

중 《북경 만화집》 Op. 22와 《향토 절기 시》 Op. 53은 중국의 민족적

특징을 피아노 작품에 담고 싶어 했던 작곡가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 대표

적인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10개의 소품으로 이루어진 《북경 만화집》

Op. 22는 강문예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주하면서 작곡가로서 본격적인 활

동을 시작한 1938년(28세)에 작곡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사계절과 절기 및

전통적 풍습을 소재로 작곡된 《향토 절기 시》 Op. 53은 그가 작곡가로서

최고의 정점에 달한 시기인 1950년(40세)에 작곡된 작품으로 강문예가 마

지막으로 작곡한 피아노 모음곡이다. 중국에 터전을 잡고《북경 만화집》

Op. 22를 창작한 이후 중국의 민족적 요소를 작품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탐구하였던 강문예는 《향토 절기 시》 Op. 53에서 그러한 노

력의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 분량이 14쪽인《북경 만화집》 Op.

22와 112쪽인 《향토 절기 시》 Op. 53은 작품의 규모면에서 엄청난 차이

를 보이고, 민족적 요소를 서양 작곡 기법을 이용해 담아내는 기술도 놀랄

만큼 세련되게 발전되었다. 난이도에 있어서도 두 곡이 구별되는데, 《북경

만화집》 Op. 22는 중급 수준의 작품이며 《향토 절기 시》 Op. 53은 고

7) Tziming Yang, “Selected Solo Piano Works of Taiwanese Composers,” (D.
M. A. Diss., University of Maryland, 20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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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수준의 작품이다.

따라서 이 두 곡은 중국의 민족적 요소와 서양 작곡 기법을 융합하기 위

해 평생 노력을 기울였던 강문예의 작곡 기법이 어떻게 발전되고 무르익어

갔는지 비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두 곡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교습용으로도 많은 피아노곡을 작곡했던 그가

난이도가 다른 두 곡에서 어떻게 차별되게 민족적 특징을 구사했는지도 살

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

인 강문예를 소개하고, 그의 피아노 작품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경 만화집》 Op. 22와 《향토 절기 시》 Op.

53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각 곡에서 강문예가 중국의 민족적 정서와 음

악 전통을 드러내는 피아노 음악을 어떻게 창작하였는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분석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이 다루어질

것이다. 

첫째, 민족적 요소를 적용한 강문예의 특징적 작곡 기법은 무엇인가?

둘째, 중국의 민족적 요소가 어떻게 서양 작곡 기법 속에 녹아들어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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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분석

강문예에 대한 연구는 1979년 그의 제자였던 가다해(Ke Daxie〔柯大

协〕)가 강문예의 부인, 오운진(Wu Yunzhen〔吴韵真〕)의 도움을 받아 작

품을 정리하면서 시작되었고, 그 이후 중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지역 학

자들에 의해 그에 관한 연구가 이어졌다. 특히 체레프닌의 부인이면서 국

제적 명성을 가진 피아니스트였던 이현민(Li Xianmin〔李献敏〕)은 강문예

가 1937년부터 1950년까지 보내온 미 출판된 작품, 서신, 사진, 그리고 체

레프닌과 그녀가 미국과 유럽에서 강문예의 작품을 연주한 프로그램 등을

공개하여 강문예 연구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8) 2003년에는 대만의 영

화감독 허우 샤오시엔(Hou. Hsiao-Hsien)이 <카페 뤼미에르>(Café

Lumière)9)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제작하여 강문예의 삶을 소개하기 했다.

한편, 중국의 중앙음악대학은 강문예를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선도적 역

할을 해오고 있는데, 1981년 이후 중앙음악대학의 유옥자(Yu Yuzi〔俞玉

姿〕)를 중심으로 강문예의 생애와 작품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고, 2005년에는 중앙음악학원 출판사를 통해 강문예의 피아노곡

집, Chiang Wen-Yeh’s P iano Works가 출간되었다. 그 후 2016년 12월 9

일에는 『강문예 전집』(江文也全集）출간 기념으로 중앙음악대학에서 심

포지엄 ‘강문예 전집 출판 기념회’가 개최 되었다. 이 심포지엄에는 미국, 

8) Tzongkai Kuo〔郭宗恺〕, “Chiang Wen-Yeh: The Style of His Selected
Piano Works and A Study of Music Modernization in Japan and China,”
7-8.

9) 카페 뤼미에르, in doopedia,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
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975425 [2019. 6. 24 접속].

http://www.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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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일본, 홍콩, 마카우, 대만 등 여러 지역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모여 강

문예의 음악가로서의 업적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미래의 연구 방향

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강문예 전집』에는 강문예가 창작한 작품들

이 6개의 장르: 교향곡, 실내악곡, 성악곡, 오페라, 무용곡과 피아노곡으로

구분되어 수록되어 있고, 관련 사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 작품집은 매우 역

사적인 가치가 있으며 중국의 근·현대 피아노음악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귀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의 피아노 작품에 대한 관련 연구로 국내에서는 2019년에 발표된 낙

완주·유승지의 “강문예(Chiang Wen-Yeh)의 《북경 만화집》 Op. 22에서

발견되는 민족적 특징과 서양 작곡 기법의 조화로운 적용”10)이 유일하고,

중국에서는 강문예의 화성적 어법에 관한 연구를 한 강지국(Zhiguo Jiang

〔姜之国〕),11) 강문예의 중국과 일본의 전통 음악 운용방법에 대한 연구

를 한 랴오훙위(Hongyu Liao〔廖红宇〕),12) 그리고 1934년부터 1937년까

지의 강문예의 피아노 음악 전반을 다룬 김연화(Lianhua Jin〔金莲花〕)13)

의 논문 등이 주요 연구로 손꼽힌다. 한편. 미국에서 발표된 학위 논문으로

는 중국과 일본의 전통적 요소를 어떻게 피아노 음악에 적용했는지를 다룬

10) 낙완주·유승지, “강문예(Chiang Wen-Yeh)의 《북경 만화집》 Op. 22에서 발
견되는 민족적 특징과 서양 작곡 기법의 조화로운 적용,” 『음악교수법연구』
20/2 (2019), 85-106.

11) Zhiguo Jiang〔姜之国〕, “The Application of the Harmony in Different
Periods of Creation about Chiang Wen-Yeh’s Piano Sketches,” (M. A. Diss.,
Central Conservatory of Music, 2000).

12) Hongyu Liao〔廖红宇〕, “The Application of Sino-Japanese Traditional
Music in Chiang Wen-Yeh’s Piano Music.”

13) Lianhua Jin〔金莲花〕, “The Overview of Ciang Wen-Yeh’s Piano Music
Creation between 1934 to 1937,” (D. M. A. Diss., Northeast Normal
Universit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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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쭝카이(Tzongkai Kuo〔郭同恺〕)14)의 연구와 강문예를 대만 작곡가로

분류하여 대만 작곡가들의 피아노 독주 작품을 분석한 양디명(Tziming

Yang)15)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에서 《북경 만화집》 Op. 22와 《향토

절기 시》 Op. 53에 수록된 곡들이 부분적으로 소개되기는 했지만 전체 곡

의 체계적인 분석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필자의

논문16)에서도 《북경 만화집》 Op. 22만을 연구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9년 필자가 연구한 내용을 보다 확장하여 《북

경 만화집》 Op. 22와 《향토 절기 시》 Op. 53에 수록된 모든 곡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이러한 분석 작업을 통해 강문예의 독특한 음악 어법을

발견하고 그 작품들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간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

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악보 분석을 위해 2005년 중앙음악학원 출판사에

서 출간된 Chiang Wen-Yeh’s P iano Works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본 논

문에서 외국인 인명은 모두 영문표기에 우선하여 표기되었고 필요한 경우

한자 표기가 병행되어 사용되었음을 밝힌다.

14) Tzongkai Kuo〔郭宗恺〕, “Chiang Wen-Yeh: The Style of His Selected
Piano Works and A Study of Music Modernization in Japan and China.”

15) Tziming Yang, “Selected Solo Piano Works of Taiwanese Composers.”
16) Meiqin Lei〔雷美琴〕, “The Continuation of Chiang Wen-Yeh’s Creation
Style and the Exploration of Chinese Style-A Comparative Study of ‘Beijing
wanhua collection Op. 22’ and Similar Works before and after.” (M. A.
Diss., Capital Normal Universit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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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강문예의 생애

강문예는 1910년 대만 타이베이에서 태어났고, 4살 때 부모님과 함께 중

국 샤먼으로 이주하였다. 그 후 13살에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의 사립 전문

학교인 무사시고등공업학교(Musashi aduanced technical school) 현 무사

시공업대학(Musashi Institute of Technology)에 입학해 전기를 공부했으

며, 공대를 다니면서 취미 삼아 성악을 독학으로 공부했다. 20세가 되던

1930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악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1932년 일본에서 열린

제 1회 전국음악대회에 참가하여 성악 부문에서 입선하였고, 1933년 제 2

회 전국음악대회에 또 다시 참가하여 입상하였다. 그 후 일본 후지와라 요

시오 오페라단에 입단하게 되었고, 컬럼비아 레코드(Columbia Records)에

입사해 전속 가수가 되었다.17)

1932년부터 1933년에 탄스만(Alexandre Tansman, 1897-1986)이 일본을

방문하여 그의 음악 뿐 아니라 스트라빈스키, 바르톡, 그리고 프랑스 6인조

(Les Six Français)를 소개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강문예는 작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18) 그리하여 1933년 도쿄 음악학교(Tokyo music

17) Lianhua Jin〔金莲花〕, “The Overview of Ciang Wen-Yeh’s Piano Music
Creation(1934-1937),” (D. M. A. Diss., Northeast Normal University, 2019), 17.

18) Tziming Yang, “Selected Solo Piano Works of Taiwanese Composers,”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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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현 도쿄 예술대학(Tokyo University of the Arts)에 입학하여 쿠니

히코(Hashimoto Kunihiko, 1904-1949)19)에게 작곡을 배웠다. 1934년 음악

창작을 시작해 4월에 첫 대만 향토 방문 음악단 공연에 참여하면서 피아노

곡인 《대만 무곡》을 작곡했다.20) 이 후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창작하며

일본의 주요 음악 저널에 작곡과 관련된 많은 글들을 투고하여 발표했다.

1935년 러시아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체레프닌을 우연히 만나 사제

간의 연을 맺었고, 체레프닌의 초청으로 중국 본토를 방문했다. 그 전까지

당시 유행하던 유럽의 선진 작곡 기법 중심으로 작곡을 했던 강문예는 이

방문을 계기로 중국의 민족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타일로 바뀌

게 된다. 중국의 전통적 문화에 매료된 강문예는 1938년 마침내 북평(이후

의 북경)에 정착하게 되고 그 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1945년

전쟁이 종식된 후 일제 침략 목적을 감추는 작품을 쓴 경력으로 인해 국민

당 정부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 10개월간의 감옥살이 후 만신창이가

된 즈음 종교에 귀의하여 중국의 고대 노래와 민요를 소재로 많은 성가를

작곡하였다. 1947년 구금 해제 이후 조메이보(Zhao Meibo〔赵梅伯〕,

1905-1999)21)의 초청으로 북평예술전문학교(현 중앙음악학원의 전신)의 음

19) 쿠니히코는 일본의 유명한 작곡가이며 바이올리니스트, 지휘자, 음악 교육자이
며 일본 음악계를 대표하는 많은 음악가를 양성하였다. https://en.wikipedia.org
/wiki/Kunihiko_Hashimoto [2020. 3. 20 접속].

20) Hongyu Liao〔廖红宇〕, “The Application of Sino-Japanese Traditional
Music in Chiang Wen-Yeh’s Piano Music,” 6-7.

21) 조메이보는 성악가이자 음악 교육자로 상하이 국립음악전문학교(현 상하이음
악학교)에서 성악과 학과장을 역임했다. 서북음악학원, 북평예술전문학교 음악
과, 홍콩음악학원 등을 설립해 중국의 전문 음악교육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으
며 국내외 음악계에서 높은 위상을 누렸다. https://baike.baidu.com/item/赵梅伯
/2666289?
fr=aladdin [2020. 3. 20 접속].

https://baike.baidu.com/item/?����/266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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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과 교수를 역임하며 주로 화성, 작곡과 대위법을 가르쳤다. 그는 신 중국

설립 이후 1949년 중앙음악학원 설립에 참여하였고, 1950년 중앙음악학원

작곡과에서 강의를 이어가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1957년 '반우파(反右派)운동'22)와중에 '우파'로 분류돼 중앙음악

학원 교수직에서 해임되었다.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23)기간 동안 심한 신

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며 1978년에서야 정치적 누명을 벗고 중앙음악

학원 교수직으로 복직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24)

2. 강문예의 피아노 작품

강문예의 피아노 음악 창작은 1934년부터 1953년까지 이뤄졌으며 평생에

걸쳐 1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포함해서 총 31편의 작품(유실된 작품 제외)

을 작곡했다. 창작 기간이 19년에 불과하나 그는 끊임없는 탐구 작업을 통

해 교육용 작품에서부터 연주회를 위한 고급 수준의 작품까지 다양한 장르

의 작품을 창작하였다(부록 참고). 량무춘(Maochun Liang〔梁茂春〕)은 강

문예의 창작스타일의 변화를 기초로 그의 작품을 총 3시기: 초기

(1934-1937), 중기(1938-1949), 후기(1949-1983)로 나누었는데,25) 피아노 작

22) 반우파 운동은 1957년부터 1958년까지 중국 공산당이 사회 각 계층에 실시한
군중 정치운동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반우파_운동 [2020. 3. 27 접속].

23) 문화대혁명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간 중국의 최고지도자 마오쩌둥
(Mao Zedong, 1893-1976)에 의해 주도된 극좌 사회주의 운동이다. https://terms.naver.
com/entry.nhn?docId=1095634&cid=40942&categoryId=39994 [2020. 3. 27 접속].

24) Hongyu Liao〔廖红宇〕, “The Application of Sino-Japanese Traditional
Music in Chiang Wen-Yeh’s Piano Music,” 9-10.

25) Maochun Liang〔梁茂春〕, “Chiang Wen-Yeh’s the Development Track of
Piano Creation,” Journal of the Central Conservatory of Music 9, (1984), 4.

https://ko.wikipedia.org/wiki/�ݿ���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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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창작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953년까지 이루어졌다.

초기에 해당하는 1934년부터 1937년까지 일본에서의 생활과 스승의 영향

으로 강문예의 작품들은 '일본 신 음악 창작 스타일'26)을 토대로 작곡되었

다.27) 또한 그는 드뷔시, 라벨, 스트라빈스키, 그리고 바르톡 등의 작곡가들

과 체레프닌이 주창한 '유라시아(Eurasian)사상'28)에 영향을 받았다.29) 초

기의 작품들은 소품 위주로 작곡되었으며 일본과 대만의 전통음계 및 민속

적 소재를 사용하여 작곡하였다. 또한 타악기 적 리듬 기법과 서양 현대음

악 창작 기법의 영향을 받은 불협화음정의 사용도 두드러지고, 형식은 론

도나 변주곡 형식을 즐겨 사용하였다.

강문예는 첫 작품인 《대만 무곡》 Op. 1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며 이

후 3년 동안 16곡의 피아노곡을 작곡하며 민족주의적 창작스타일을 구축하

였다. 강문예의 피아노곡이 31편인 것을 생각해 볼 때 반 이상이 이 시기

에 작곡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의 피아노 작품은 《백로의 환

상》 Op. 2, 《작은 소묘》 Op. 3a, 《발라드》 Op. 3b, 《5개의 소묘》

Op. 4a, 《모음곡: 5월》, 《3개의 샤먼 노래 모음곡》 Op. 4b, 《인형극》,

《3개의 무곡》 Op. 7, 《단장 소품》 Op. 8, 《한 사람과 여섯 사람》

Op. 12a, 《컨트리 무곡》 Op. 12b, 《피아노 소나타: 만돌린》 Op. 13,

26) '일본 신 음악 창작 스타일'은 일본의 청년 민족주의 작곡가들이 추구한 일본
의 전통 음계를 이용한 창작 기법을 의미한다.

27) Xiaoyun Chiang〔江小韵〕, 『Chiang Wen-Yeh’s Piano Works』, (북경: 중
양 음악학원 출판사, 2005), 2.

28) '유라시아사상'은 유럽의 선진적인 작곡기법과 아시아의 민족적 특징을 결부
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체레프닌은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강문예에게 중국 민
족 의 특징이 담긴 음악을 창작할 것을 조언하였다.

29) Tzongkai Kuo〔郭宗恺〕, “Chiang Wen-Yeh: The Style of His Selected
Piano Works and A Study of Music Modernization in Japan and China,”,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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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협주곡 제 1번》 Op. 16, 《피아노 소나타: 제 1번》 Op. 19와

《소나티네 제 1번》 Op. 21 등이 있다. 이 중에 《5개의 소묘》 Op. 4a와

《단장 소품》 Op. 8은 1938년 제 4회 베니스 국제음악제에서 작곡상을 수

상했는데, 중국 피아노 음악 작품으로서 최초의 국제 상 수상이었다.30)

중기에 해당하는 1938년부터 1949까지는 강문예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건

너와 중국의 문화를 깊이 연구하면서 성숙하고 역량 있는 민족주의 작곡가

로서의 모습을 갖춰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38년에 북평으로 이사한 뒤

강문예는 중국어를 비롯해서 중국 민간음악, 그리고 중국 전통악기 등을

열정적으로 배워나갔다. 이를 통해 11년 동안 강문예의 음악 창작 스타일

은 서양의 현대 작곡기법에 열광하는 젊은 작곡가의 모습에서 중국 전통

정신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작곡가로 변신해갔다.31) 따라서 이 시기의 작

품에서는 중국 전통 악기와 민요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선율과 리듬을 적극

적으로 사용하여 중국 민족 음악의 특징을 드러내는 작곡 기법을 두드러지

게 사용하였고, 서양음악의 전통적인 장·단조 화성 체계 대신 전통음계를

활용한 작곡 기법을 활발하게 사용하였다.

이 시기의 주요 작품은 《북경 만화집》 Op. 22, 《소나티네》 Op. 31,

《발라드: 심양월야》 Op. 39a, 《피아노 소나타 제 3번: 강남 풍광》 Op.

39b, 《랩소디 소나타》 Op. 39c, 《모음곡: 스미스 부부에 대한 기억》과

《샤먼 어부 무곡》을 포함한다.

30) Hongyu Liao〔廖红宇〕, “The Application of Sino-Japanese Traditional
Music in Chiang Wen-Yeh’s Piano Music,” 7.

31) Yuhe Wang〔汪毓和〕, “Moving Closer to National Cultural Traditions Constantly-On
the Evolution of Chiang Wen-Yeh’s Music Creation Style,” People’s Music 11, (20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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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에 해당하는 1949년부터 1953년까지는 강문예의 관심이 3가지로 집

중되었다고 려오훙위(Hongyu Liao)는 소개하는데, 첫째는 전통 기악곡을

피아노곡으로 편곡하는 작업, 둘째는 민간 풍습 및 문화를 피아노곡으로

담아내는 작업, 마지막으로 셋째는 어린이를 위한 피아노곡의 창작이다.32)

이 시기의 작품들에서는 강문예의 작품에서 중요한 축을 이뤘던 일본 전통

음악의 잔재가 사라지고, 모든 작품이 중국 오음음계에 기초해서 창작되었

다. 중국 민요와 전통 악기 탐구를 통해 중국의 민족적 특징을 피아노 음

악에 표현하는 것에 자유로워진 강문예는 민간 풍습 및 문화, 그리고 중국

전통 악기를 소재로 한 창작에 몰두하였고, 그 결과 이전 시대보다 더욱

중국적 색채가 풍겨나는 피아노곡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의 피아노 음악은 전통 기악곡을 편곡한 작품인 《피아노 소나

타: 축하 곡》 Op. 52, 《카프리치오: 어부의 뱃노래》 Op. 56과 《두보 찬

가》 Op. 112 3개 곡이 있다. 그리고 《중국 풍토 시》 Op. 51, 《향토 절

기 시》 Op. 53과 《피아노 소나타 제 4번: 카니발》 Op. 54는 중국의 전

통 풍습과 문화를 담은 작품에 속한다. 그 외 《소나티네: 행복한 어린 시

절》, 《중급 학생을 위한 소나타》 Op. 110과 《어린이 피아노곡 교본》

Op. 111은 어린이의 피아노 교육을 위해 작곡되었다. 특히 1952년에 창작

된 《어린이 피아노곡 교본》 Op. 111은 오음음계를 활용한 창작곡, 민요

및 동요를 편곡한 작품을 수록하여 중국적 특징을 갖춘 최초의 어린이 피

아노 교재로 알려져 있다.33)

32) Hongyu Liao〔廖红宇〕, “The Application of Sino-Japanese Traditional
Music in Chiang Wen-Yeh’s Piano Music,” 29.

33) Hongyu Liao〔廖红宇〕, 위의 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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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문예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중국과 일본의 전통 음계

일본에서 유년과 청년시절을 보낸 강문예의 음악에는 일본과 중국의 전

통음계가 폭넓게 사용되었다. 따라서 《북경 만화집》 Op. 22와 《향토 절

기 시》 Op. 53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전통 음계에 대한 이

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중국의 전통 음계와 일본의

전통 음계의 종류 및 특징을 소개한다.

1) 중국의 전통 음계

⑴ 오음음계

중국 전통음악에서 즐겨 사용되는 오음음계는 <악보 1>의 구조로 이루

어져 있다.

<악보 1> 오음음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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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심 음에 따라 5종류로 구분되고, 각 음계의 이름은 중심 음, 즉

궁(宮, Do), 상(商, Re), 각(角, Mi), 치(徵, Sol), 우(羽, La)에 따라 오성궁

조, 오성상조, 오성각조, 오성치조, 오성우조로 칭한다. 따라서 C궁 시스

템34)에 기초한 5종류의 오음음계는 <악보 2>와 같이 나열된다.

<악보 2> C궁 시스템에 기초한 5종류의 오음음계

34) C궁 시스템은 ‘C’음을 궁음으로 지정하여 만들어진 오음 음계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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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음악에서 하나의 음계를 다양한 조로 조옮김(transposition)해서 연

주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음음계도 ‘C’음 뿐 아니라 음계의 어떤 음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G’음으로 시작하는 오음음계, 다시 말해서 G

궁 시스템에 기초한 음계는 ‘G-A-B-D-E’로 음계가 구성되고 다음의 <악

보 3>과 같이 5종류의 음계가 만들어진다.

<악보 3> G궁 시스템에 기초한 5종류의 오음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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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중국의 유명한 민요 《모리화》는 C궁 시스템에 기초한 G오

성치조의 구성 음인 ‘G-A-C-D-E’로 이루어져 있다<악보 4>.

<악보 4> 중국 민요 《모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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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작곡가 상동(Sang Tong〔桑桐〕, 1923-2011)35)은 그의 피아노

작품 《모리화》36)에서 이러한 중국 전통 음계를 이용한 전조를 시도했는

데, <악보 5>와 같이 F궁 시스템, C궁 시스템으로 바꿔 동일한 오성치조

음계를 사용하면서도 다른 음색을 만들어 낸 것이 관찰된다. 이러한 전조

기법은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북경 만화집》 Op. 22와 《향토 절기 시》

Op. 53에서도 중요한 기법으로 다루어진다.

<악보 5-1> C오성치조음계, 상동, 《모리화》 마디 1-4

<악보 5-2> G오성치조음계, 상동, 《모리화》 마디 15-18

35) 상동은 중국의 유명한 음악교육가, 이론가, 작곡가로 상하이음악학원(Shanghai
Conservatory of Music) 원장의 역임했다.

36) 《모리화》는 중국의 피아노 급수평가곡집의 5급에 수록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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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육음음계

육음음계는 오음음계와 더불어 중국 전통 음악에서 많이 사용되는 음계

이다. 육음음계는 아래의 <악보 6>과 같이 오음음계의 단3도 음정 사이에

2도 음정을 추가하여 만들어지고, ‘각’음과 ‘치’음 사이에 추가되는 음은 ‘청

각’이라 칭하고 ‘우’음과 ‘궁’음 사이에 추가되는 음은 ‘변궁’이라 부른다.

<악보 6> 육음음계의 구조 

육음음계 역시 아래의 <악보 7>과 같이 ‘C’음 뿐 아니라 음계의 어떤

음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F궁 시스템에 기초하고 청각이 첨

가된 5종류의 육음음계는 ‘F’음을 중심 음으로 한 F육성궁조(청각 첨가)부

터 G육성상조(청각 첨가), A육성각조(청각 첨가), C육성치조(청각 첨가),

그리고 D육성우조(청각 첨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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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F궁 시스템에 기초한 5종류의 육음음계 (청각 첨가)

한편, 아래의 <악보 8>과 같이 D궁 시스템에 기초하고 변궁이 첨가된 5

종류의 육음음계는 ‘D’음을 중심 음으로 하는 D육성궁조(변궁 첨가)부터 E

육성상조(변궁 첨가), F#육성각조(변궁 첨가), A육성치조(변궁 첨가), B육

성우조(변궁 첨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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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D궁 시스템에 기초한 5종류의 육음음계 (변궁 첨가)

중국 작곡가 양리칭(Yang Liqing〔杨立青〕, 1942-2013)37)이 1961년에

창작한 피아노 작품 《대창》38)의 선율은 ‘B♭-C-E♭-F-G-(A♭)’를 기초

로 진행되어 E♭궁 시스템에 기초한 B♭육성치조(청각 첨가) 음계의 적용

을 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악보 9>.

<악보 9> B♭육성치조(청각 첨가) 음계, 양리칭, 《대창》 마디 1-4

37) 양리칭은 중국의 유명한 작곡가, 음악교육가, 이론가, 피아니스트로 상하이음
악학원(Shanghai Conservatory of Music) 원장의 역임했다.

38) 《대창》은 중국의 피아노 급수평가곡집의 7급에 수록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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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전통 음계

일본의 전통 음계는 <악보 10>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이 유반음 오음음

계인 인(陰)음계와 무반음 오음음계인 요(陽)음계로 나누어진다.39) 한자에

서 ‘음’과 ‘양’으로 표기된 것처럼 인음계는 반음이 포함되어 어두운 색채가

강하고, 요음계는 상대적으로 밝은 분위기를 가진 음계이다.

<악보 10-1> 인음계의 구조

<악보 10-2> 요음계의 구조

인음계는 유명한 민요 《사쿠라》에서 사용된 음계로 사쿠라 오음음계

(Sakura pentatonic scale)로도 알려져 있는데, 일본의 전통 악기인 고토(koto)와

39) 권혜경, “한국 대중가요에 나타난 일본음계의 고찰-미야꼬부시(都节) 음계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대회 2, （1994),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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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미센(shamisen) 작품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미야꼬부시음계(miyako-bushi

scale)라고도 불린다.40) 이 음계의 경우 단3도 음정이 강조되어 나타나는 중

국의 오음음계와는 달리 장3도 음정이 강조되고 단2도와 장3도의 결합을 통

해 완전4도 간격이 만들어져 같은 오음음계이지만 중국의 전통 음계와는 완

전히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악보 11>에서 제시된 사쿠라는

‘E-F-A-B-C-E’음을 구성 음으로 한 미야꼬부시음계에 기초하여 채보된

악보인데, 앞서 소개된 중국의 민요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일

본에서 중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작곡한 《북경 만화집》 Op. 22에는 이러한

사쿠라 음계의 기초가 된 미야꼬부시음계가 적용된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악보 11> 일본 민요 《사쿠라》

강문예의 초기 피아노 작품에서는 이렇게 일본 음계를 사용한 작품들이

많이 작곡되었는데, 1935년에 창작한 《작은 소묘》 Op. 3a는 ‘F-G♭-B♭

-C-D♭’를 구성 음으로 하는 미야꼬부시음계에 온전히 기초해서 작곡한

40) Miyako-bushi scale, in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In_scale [2019. 6.
25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In_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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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으로 일본의 전통적 색채가 강하게 풍긴다<악보 12>.

<악보 12> 강문예, 《작은 소묘》 Op. 3a 마디 14-16

한편, 강문예가 미야꼬부시음계 외에 즐겨 사용한 음계로 류큐음계(ryukyu

scale)가 있다. 류큐음계41)는 전통적으로 오키나와 지방에서 즐겨 사용되던

음계로 장음계에서 2음과 6음이 생략된 오음음계이며 요음계의 변형된 형

태이다. 요음계가 장2도와 단3도가 결합해서 완전4도를 이루는 것과는 달

리 류큐음계는 <악보 13>에서 관찰되듯 장3도와 단2도가 결합하여 완전4

도를 이루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이 음계 역시 중국의 오음음계와

는 차별된 음정 구성으로 색다른 음색을 만들어낸다.

<악보 13> 류큐음계의 구조

41) Ryukyu scale, in Wikipedia,https://en.wikipedia.org/wiki/Okinawan_music
[2019. 6.25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Okinawan_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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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문예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전통 악기

강문예는 그의 작품에서 중국 전통 악기의 음향을 모방하는 작곡 기법을

즐겨 사용하였다. 이에 《북경 만화집》 Op. 22와 《향토 절기 시》 Op.

53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통 악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

다. 중국의 전통 악기는 크게 현악기, 타악기, 그리고 관악기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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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악기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 현악기42)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현을 활로

마찰시켜 소리를 내는 찰현악기(擦絃樂器), 현을 퉁겨 소리를 내는 발현악

기(撥絃樂器), 그리고 현을 때려 소리를 내는 타현악기(打絃樂器)가 있다.

찰현악기에는 아쟁(Ajaeng), 얼후(Erhu), 발현악기에는 비파(Pipa), 고쟁

(Guzheng), 그리고 타현악기에는 양금(Yangqin)등이 속한다<그림 1>.43)

<그림 1> 중국 전통 현악기

 

� � � � �   아쟁                      얼후                      비파

                    고쟁                           양금

42) Chinese musical instruments, in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
Chinese_musical_instruments [2020. 4. 6 접속].

43) 현악기, in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현악기 [2020. 4. 6 접속].

https://ko.wikipedia.org/wiki/���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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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후와 같은 찰현악기는 애끓는 감정이나 고독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표

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데, 강문예는 1936년 창작된 《단장 소품》 Op. 8

의 11번에서 ‘오후의 얼후’라는 표제를 사용하면서 얼후의 음색을 모방했

다. 중심음 ‘D’, ‘A’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여, 얼후의 떨림 기

법에 따라 일정치 않은 음향 효과를 만들고 Lento fatigamente,

melenconico, molto espress, dramatico등 다양한 나타냄 말을 사용하여

속도 뿐 아니라 슬픈 분위기 묘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작곡한 흔적

이 보인다<악보 14>.

<악보 14> 강문예, 《단장 소품》 Op. 8 11번 <오후의 얼후> 마디 1-4

중국에서는 발현악기의 소리를 진주가 쟁반에 떨어지는 소리로 표현하곤

하는데,44) 강문예는 그의 작품에서 현악기 중에서도 비파의 소리를 모방하

기를 즐겨하였고, 비파의 트레몰로(tremolo) 혹은 트릴(trill) 등의 작곡 기

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44) Chang Liu〔刘畅〕, “An Analysis of the Nationalization Element and Piano
Playing of ‘Flute and Drum Melody of the Setting Sun,” (M. A. Diss.,
Northeast Normal University 20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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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에 작곡된 《피아노 소나타 제 3번: 강남 풍광》 Op. 39b의 선율

에서는 트레몰로와 트릴 등의 작곡기법이 특징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러

한 기법을 통해 비파의 음향이 잘 살아난다<악보 15>.

<악보 15> 강문예, 《피아노 소나타 제 3번: 강남 풍광》 Op. 39b 마디 78-81

고쟁은 비파보다 음정이 더 선명하게 들리고 화려한 음색을 가지고 있어

하프 소리가 연상되는데, <악보 16>에서 관찰 되듯 넓게 퍼진 아르페지오

음형은 고쟁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악보 16> 강문예, 《두보 찬가》 Op. 112 마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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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은 타현악기로서 마림바처럼 현을 채로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

인데, 폭넓은 음역을 가지고 있고 낼 수 있는 소리가 다양하여 마치 피아

노의 건반이 현악기로 옮겨간 것 같은 악기이다. 선율이 선명하게 제시되

고, 음량이 크고 강함과 부드러움이 적절하게 공존한다. 1951년에 창작된

《카프리치오: 어부의 뱃노래》 Op. 56에서 나타나는 슬러와 스타카토가

대조적으로 사용되며 펼친 화음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음형들은 양금 소리

를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악보 17>.

<악보 17> 강문예, 《카프리치오: 어부의 뱃노래》 Op. 56 마디 133-136

2) 타악기

중국의 전통을 본뜬 타악기로 종(Zhong), 공(Gong), 징(Luo), 북(Drum),

발(Ba) 등을 들 수 있는데<그림 2>, 타악기는 제사, 궁정 연회, 사찰 의식,

및 전쟁 등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45)

45) 타악기, in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분류:타악기 [2020. 4. 6
접속].

https://ko.wikipedia.org/wiki/�з�:Ÿ�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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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국 전통 타악기

 

� � � � � � �  

         종                         공                       징

                       북                      발 

강문예는 그의 작품에서 타악기의 소리를 모방한 기법을 즐겨 사용했는

데, 옥타브 혹은 특정 음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오스티나토 기법이 주

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 음형이 제시될 때도 음역에 따라 연

상되는 악기가 다른데, <악보 18>과 같이 낮은 음역에서 특정 음정이 반

복되는 것은 무겁고 웅장한 음색을 가진 북소리가 낮게 울리는 듯하고,

<악보 19>와 같이 높은 음역에서 제시된 음형은 금속성 재질을 가진 종,

공, 혹은 징, 발 같은 타악기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연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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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8> 강문예, 《단장 소품》 Op. 8 7번 <묘비명> 마디 28-34 

<악보 19> 강문예, 《피아노 협주곡 제 1번》 Op. 16 마디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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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악기

중국의 전통 관악기는 주로 피리(Bamboo Flute), 수르나이(Suona), 후루

스(Hulusi), 생황(Sheng), 소(Xiao) 등을 표함하고 연회, 민간 혼례 축하 및

민속 명절에 관악기가 사용되었다<그림 3>.46)

<그림 3> 중국 전통 관악기

� � � � � � � �  피리                   수르나이                후루스

                     생황                       소

46) 관악기, in Baidu, https://zhidao.baidu.com/question/225080857.html [2020. 4. 6
접속].

https://zhidao.baidu.com/question/2250808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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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예의 작품에서는 즉흥성이 강한 카덴차적인 패시지도 즐겨 사용되었

는데, <악보 20>과 같이 p-mf의 셈여림에서 다양한 리듬의 조합으로 이루

어진 선율은 마치 대나무 피리소리를 듣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악보 21>과 같이 f의 셈여림으로 높은 음역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음형의 경우 관악기 중에서도 수르나이와 같은 금속악기의 소리가 연상된다.

 <악보 20> 강문예, 《피아노 소나타 제 3번: 강남 풍광》 Op. 39b 마디 1-3

<악보 21> 강문예, 《피아노 소나타 제 3번: 강남 풍광》 Op. 39b 마디 2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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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경 만화집》 Op. 22 분석

1. 개요

강문예는 중국의 전통 문화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사랑하였는데, 그의 이

런 생각은 다음의 글에서 잘 나타난다.

저는 중국음악의 ‘전통’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람들이 이를 하나

의 ‘유물’로 봤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통’과 ‘유물’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유물’은 박물관의 놓인 물

건이고 그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반면에 ‘전통’은 여전히 생명력이

있으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기원이 됩니다. 47)

강문예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주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1938년

에 작곡된 《북경 만화집》 Op. 22에는 이러한 강문예의 중국문화와 민족

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그대로 배어 있으며, 명승고적, 북경시민들의 일

상생활, 그리고 풍경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토대로 음악을 통해 북경을 여

행시켜주는 것과 같은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6마디에서 57마디로 이루

어져 있는 10개의 짧은 소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곡 마다 표제가 붙어

있다. 대부분의 작품은 중국의 전통 음계인 오음음계 혹은 육음음계에 기

47) Yuhe Wang〔汪毓和〕, Commentaries on Modern Chinese Musicians,
(Beijing: Culture and Art Publishing, 1998),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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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하여 작곡되었고, 2번, 4번, 9번, 그리고 10번에서는 일본의 전통 음계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음계의 영향으로 작품 전반적으로 동양적 색채가 진하

게 배어 나온다. 많은 작품이 홑박자(simple meter)에 기초하여 작곡되었으

나 무박(6번), 변박(4번, 5번, 10번)이 사용되어 박자의 현대적 적용을 볼

수 있다. 형식면에서는 주제선율을 변주기법을 적용해 변형한 통작 형식

(through-composed form)이나 2부분 혹은 3부분 형식에 기초하고 있고, 9

번과 10번은 두 개의 곡이 조합되어 소나타 형식이 완성되는 특이한 구조

를 가지고 있다. 템포 표기에 있어 속도 관련 용어 뿐 아니라 표제의 특징

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나타냄 말을 첨부하여 연주자들이 상상력을 발휘

해서 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낮은음자리표 혹은 높은음자리표만을 사

용하여 대조적 음향을 창출하는 기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폭넓은 음역

의 효과적인 표기를 위하여 3줄 보표를 사용한 것도 발견된다. 각 곡의 주

요 특징은 <표 1>과 같이 요약된다.



- 36 -

<표 1> 《북경 만화집》 Op. 22의 개요 

제목 조성 박자 형식 템포 음역 마디 수

1. 천안문
(天安门)

C오성궁조 4/4
통작 형식

A(ab)

Largo molto

grandioso
C1–E6 6마디

2. 자금성하
(紫禁城下)

G오성치조,

C오성궁조,

A♭류큐음

계

4/4

2부분 형식

A(abcdd´)-

B(ea´e´a´´)

Andantino

tranquillo,

con molto

fantasia

C1-E7 57마디

3. 자야,
사직단에서

(子夜，在社稷坛上)
D오성우조 4/4

통작 형식
도입부-A(abc)

Lento, poco
rubato F1-D4 19마디

4. 어릿광대
(小丑）

A오성우조,

A류큐음계

3/4,

4/4,

2/4

2부분 형식
A(ab)-A´(a´b´)

Allegro
moderato,
scherzando

G3-G#5 17마디

5. 용비
(龙碑）

C오성궁조
4/4,

5/4
통작 형식
A(ab)

Moderato
poco maestoso C1-G5 10마디

6. 유서
(柳絮）

A오성우조 무박자
통작 형식
A(abc)

Andantino
pastorale D2-G5 19마디

7. 멀리서 들리는
소고 소리

(小鼓儿，远远地响)

E육성우조

(변궁 첨가),

E육성우조

(청각 첨가),

D육성치조

(변궁 첨가)

2/2

통작 형식

도입부-A(aa´a´´)-
코다

Allegro
rustico D1-C#5 29마디

8. 라마 사원에서
(在喇嘛庙)

무조 3/2
통작 형식
A(aa´a´´)

Lento
misterioso A0-F6 14마디

9. 제 1낫 무곡
(第一镰刀舞曲）

F오성궁조,

D류큐음계
2/4

3부분 형식
도입부-A(ab)-
A´(a´b´)-A´´
(a´´b´´)-코다

Allegro
feroce F1-C7 50마디

10. 제 2낫 무곡
(第二镰刀舞曲）

F오성우조,

E미야꼬부시

음계,

F육성궁조

(청각 첨가)

2/4,

3/4

2부분 형식
도입부-

A(aa´ba´´cc´)-
경과구-B(dd´)-

코다

Listesso tempo F1-E7 70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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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경 만화집》 Op. 22 작품별 분석

1) 천안문(天安门)

강문예는 《북경 만화집》 Op. 22의 첫 곡으로 북경을 대표하는 유적인

천안문을 선택하였는데, 천안문은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궁전인 자금

성의 정문이다. 이 곡에서는 일본에서의 오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

아온 28세 청년이 자금성을 바라보며 그 위용에 압도된 느낌이 잘 드러나

는데, 이 곡의 주요한 특징은 <표 2>와 같이 요약된다.

<표 2> 《북경 만화집》 Op. 22 1번 <천안문>의 개요

구분 내용
조성 C오성궁조

형식
통작 형식: A(ab)

a(m. 1-m. 3) b(m. 4-m. 6)
박자 4/4
템포 Largo molto grandioso
음역 C1-E6
마디 수 6마디

총 6마디로 이루어져 마치 나머지 9곡을 위한 서곡처럼 작곡된 이 곡에

서는 다양한 음악적 장치가 천안문의 장대한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쓰였다.

그 내용은 3줄 보표를 통해 폭넓은 음역을 사용한 것, 처음부터 끝까지 지

속적으로 ff의 셈여림을 유지한 것, 그리고 Largo molto grandioso라고 템

포를 명시함으로써 웅장한 분위기에서 연주하도록 유도한 것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다<악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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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북경 만화집》 Op. 22 1번 <천안문> 마디 1-3

이 작품 조성은 C궁 시스템의 ‘C-D-E-G-A’를 구성 음으로 하는 C오성

궁조에 기초하고 있다. 위의 <악보 22>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예외적으

로 B음이 사용되기도 했으나 이는 4도와 5도 음정을 쌓은 코드를 병진행

하는 과정에서 삽입된 것이다. 강문예는 3도 간격으로 이루어진 서양의 전

통적 화음의 형태보다 ‘음향’에 초점을 맞춰 특정 음정을 쌓아 올리는 작곡

기법을 즐겨 사용했다. 이렇게 동일한 음정 단위로 선율이 나란히 움직이

는 작곡기법은 드뷔시의 작품에서도 흔히 발견된다<악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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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드뷔시, 《Préludes, Ⅰ》 10번 <가라앉은 사원(La  Cathédrale 

engloutie)> 마디 1-3

한편, 병행으로 진행되는 오른손의 선율과는 달리 왼손에서는 악센트 표

기로 강조된 옥타브 간격의 ‘C’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페달 포인트로 제시

된다<악보 24>. 강문예 작품의 음향은 종종 중국의 전통악기들의 소리를

모방한 ‘음화(sound painting)’로 묘사되는데,48) 이 곡은 병행 음정과 오스

티나토 음정의 대조적 사용으로 마치 공과 북의 합주를 듣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48) Tzongkai Kuo〔郭宗恺〕, “Chiang Wen-Yeh: The Style of His Selected
Piano Works and A Study of Music Modernization in Japan and China,”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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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북경 만화집》 Op. 22 1번 <천안문> 마디 4-6

이 곡의 프레이즈는 3마디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의 <악보 24>와

같이 마지막 마디에서는 오른손에 으뜸음인 ‘C’음이 아니라 ‘G’음을 제시하

여 종지 감을 희석시키고, 마지막에 attaca를 의미하는 ‘紧接下曲’가 중국어

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선율의 진행은 다음 곡으로의 자연스러운 연계

를 위한 매우 의도적 진행으로 보이고, ‘紧接下曲’ 표기는 그러한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한편, 병진행하는 코드의 최하 성부를 ( )로 표기

하여 손이 작은 연주자를 위한 배려도 관찰된다.

2) 자금성하(紫禁城下）

자금성은 현재 북경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궁궐로 명나라부터 청나

라까지 5세기 이상 중국의 최고 권력이 집중되었던 장소이다. 지리적 위치

로 보면 천안문을 넘어야 자금성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강문예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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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에 자금성을 창작의 소재로 택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 곡의 경우

템포 뿐 아니라 분위기를 표현하는 나타냄 말의 제시, 조성의 변화, 그리고

변주 기법의 적용을 통해 자금성 안에 있는 다양한 방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의 주요한 특징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이 작품의 조성은 C궁 시스템의 ‘G-A-C-D-E’를 구성 음으로 하는 G오

성치조에 기초하고 있다<악보 25>. 그런데 악곡의 진행 과정에서 왼손에

서 오스티나토로 제시되는 음을 ‘G-C-A♭-G-C’로 변경하는데, 이로 인해

G오성치조-C오성궁조-A♭류큐음계-G오성치조-A♭류큐음계-G오성치조로

전조가 이루어져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악보 25> 《북경 만화집》 Op. 22 2번 <자금성하> 마디 1-5 

<표 3> 《북경 만화집》 Op. 22 2번 <자금성하>의 개요  

구분 내용
조성 G오성치조-C오성궁조-A♭류큐음계-G오성치조-A♭류큐음계-G오성치조

형식

2부분 형식: A(abcdd´)-B(ea´e´a´´)

A: a(m. 1-m. 6) b(m. 7-m. 12) c(m. 13-m. 18) d(m. 19-m. 24)

d´(m. 25-m. 30)

B: e(m. 31-m. 36) a´(m. 37-m. 44) e´(m. 45-m. 49) a´´(m. 50-m. 57)
박자 4/4
템포 Andantino tranquillo, con molto fantasia
음역 C1-E7
마디 수 57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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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악보 26>과 같이 마디 50부터 왼손에서는 ‘C’음, 오른손에서는

‘G’음이 강조되면서 1번 <천안문>의 종지와 유사한 형태로 끝난다.

<악보 26> 《북경 만화집》 Op. 22 2번 <자금성하> 마디 52-57

한편, 마디 31 마디부터 36 마디까지, 그리고 45 마디부터 49 마디까지는

일본의 전통 음계인 A♭류큐음계를 사용하였는데 이 음계에 증2도 음정을

추가해 불협화음을 통한 신비로운 음색을 강조하면서 조성을 모호하게 만

드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악보 27>. 이러한 음계의 적용은 중국 전

통 오음음계와의 확연한 음색 대비를 만들어내 드라마틱한 대조를 이룬다

<악보 28>.

<악보 27> 《북경 만화집》 Op. 22 2번 <자금성하> 마디 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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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 《북경 만화집》 Op. 22 2번 <자금성하>

마디 31-36에서 사용된 A♭류큐음계

이 곡의 경우 서양 음악에서 관습적으로 적용되는 악곡의 형식으로 구분

하는데 좀 애매하다. 하지만 무조로 진행되는 마디 31을 기준으로 곡의 분

위기가 바뀌어 AB로 이루어진 2부분 형식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

인다. A부분의 프레이즈는 6마디 단위로 나누어지는데, 선율의 특징에 따

라 5개의 악구(abcdd´)로 구분된다. B부분은 A부분과는 달리 6+8+5+8의

불규칙한 프레이즈 구조로 이루어지고 4개의 악구(ea´e´a´´)로 이루어진다.

강문예는 이 곡에서 동일한 선율 진행에 반주형태 및 음역을 변형하는 변

주 기법을 두드러지게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a´부분에서는 오른손에서 a

부분과 같은 선율이 반복되는데, <악보 29>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음역

을 확대하고, 반주의 형태를 바꿔 다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악보 29-1> 《북경 만화집》 Op. 22 2번 <자금성하> 마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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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2> 《북경 만화집》 Op. 22 2번 <자금성하> 마디 37-40 

d부분과 d´부분에서도 이러한 변주 기법이 적용되는데, C오성궁조에 기

초한 오음음계를 수평적으로 펼쳐놓은 d부분과 C1에서부터 A6에 이르는

폭넓은 음역에서 두 개의 완전4도 음정을 장2도 간격으로 중첩하여 음정의

수직적 배합을 부각시킨 d´부분의 분위기는 매우 다르다<악보 30>. 이 곡

에서도 1번과 마찬가지로 4도 음정의 배합이 두드러지게 사용되었는데, 장

2도 음정이 추가되면서 앞선 곡보다 현대적 음향이 더 강조된다.

<악보 30> 《북경 만화집》 Op. 22 2번 <자금성하> 마디 19-20， 마디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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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전통 화음의 형태에서 벗어나 현대적이면서도 동양적 음향을 만들

기 위한 이러한 시도는 그의 이전 작품에서도 자주 나타나는데, <악보

3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36년에 창작된 《단장 소품》 Op. 8의 5번에

서도 유사한 진행을 볼 수 있다.

<악보 31> 강문예, 《단장 소품》 Op. 8 5번 마디 1-3

ff의 셈여림을 일관되게 사용한 1번과는 달리 이 곡에서는 ppp부터 ff까지

폭넓은 셈여림을 사용하였으며, Andante tranquillo, con molto fantasia,

subito p dolore, tranquillo molto 등 다양한 나타냄 말을 사용하여 템포 뿐

아니라 분위기 묘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작곡한 흔적이 보인다. 이 곡

역시 1번처럼 마지막에 attaca를 의미하는 ‘紧接下曲’가 중국어로 명시되어

있어 다음 곡 3번 <자야, 사직단에서>로 곧바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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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야, 사직단에서(子夜，在社稷坛上）

사직단은 황제가 제사를 지내던 장소로 자금성 남쪽에 있는 중산공원(中

山公園)에 위치하고 있다. 앞선 곡들에서 유적지의 이름만 제시한 것과는

달리 이 곡에서는 <자야, 사직단에서>라고 명시된 것이 특이하게 발견된

다. 강문예는 밤 11시부터 1시를 의미하는 자(子)를 제시함으로써 유적지의

모습 뿐 아니라 깊은 밤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도 이 곡에서 전달하고자 했

던 것 같다. 깊은 밤 제사를 지내는 엄숙하면서도 신비로운 장면이 음악적

으로도 잘 전개되고 있는데, 장식음이 첨가된 4도 간격의 오스티나토 반주,

불규칙한 리듬의 적용, 전통 음계에서 벗어난 반음계적 진행과 불협화음정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곡의 주요한 특징은 <표 4>와 같이 요약된다.

 <표 4> 《북경 만화집》 Op. 22 3번 <자야, 사직단에서>의 개요 

구분 내용
조성 D오성우조

형식
통작 형식: 도입부-A(abc)

도입부(m. 1-m. 3) a(m. 3-m. 7) b(m. 8-m. 10) c(m. 11-m. 19)
박자 4/4
템포 Lento, poco rubato
음역 F1-D4
마디 수 19마디

이 작품은 낮은음자리표에서 오른손과 왼손이 모두 제시되어 있는데,

<악보 32>와 같이 F궁 시스템의 ‘D-F-G-A-C’를 구성음으로 하는 D오성

우조에 기초하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D’음을 중심으로 현악기 소리를

모방한 중독성이 강한 선율이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종지에서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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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곡들과는 달리 오른손과 왼손 모두에서 ‘D’음이 확고하게 제시되어 그

소리에 압도된다<악보 33>. 이렇게 중심 음을 강조하는 선율 진행은 간절

한 소망을 신께 비는 한결같은 마음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악보 32> 《북경 만화집》 Op. 22 3번 <자야, 사직단에서> 마디 1-6

<악보 33> 《북경 만화집》 Op. 22 3번 <자야, 사직단에서> 마디 17-19

한편, 이렇게 지속적으로 동일한 음이 반복되는 것과는 달리, 반음 간격

으로 움직이는 왼손의 오스티나토 선율 ‘CC#D’는 <악보 34>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첫째 박에서부터 넷째 박까지 악곡 전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규

칙하게 나타나 영험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한몫을 한다. 또한 마디 14

에서는 ‘F#’, ‘E♭’의 사용으로 불협화음이 강조되어 신비스러운 분위기의

정점을 찍고 동시에 현대적인 음향을 효과적으로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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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북경 만화집》 Op. 22 3번 <자야, 사직단에서> 마디 13-16

이 곡은 쉼표를 기점으로 해서 3개의 큰 프레이즈로 구분되는 통작 형식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프레이즈의 길이가 5마디, 3마디, 9마디로 불규칙하

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선율의 진행으로 인해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길이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축문(祝文)을 읽어 내려가는 것 같은 장

면이 연상된다. 악곡의 처음에 Lento, poco rubato가 명시되어 있는데 반

복적인 음형에 기초한 왼손과는 달리 자유로운 선율이 유유하게 흘러가는

오른손은 <악보 3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리듬을 변형시키는 변주 기법

이 적용되어 마치 즉흥적으로 선율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

들어낸다.

<악보 35> 《북경 만화집》 Op. 22 3번 <자야, 사직단에서> 마디 11-12, 마디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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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와 테누토의 사용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시작된 이 곡은 마디 15

부터 5마디 동안 rit.와 dim가 제시되고 pp로 곡이 마무리되는데, 이러한

진행을 통해 장대한 제사의식이 종료됨을 음악적으로 보여준다.

4) 어릿광대(小丑）

이 작품은 익살스러운 어릿광대의 모습을 다양한 음악적 장치를 보여주

는데, 그 주요한 특징은 <표 5>와 같다.

<표 5> 《북경 만화집》 Op. 22 4번 <어릿광대>의 개요

구분 내용
조성 A오성우조-A류큐음계-A오성우조

형식
2부분 형식: A(ab)-A´(a´b´)
A: a(m. 1-m. 4) b(m. 5-m. 9)
A´: a´(m. 10-m. 13) b´(m. 14-m. 17)

박자 3/4, 4/4, 2/4
템포 Allegro moderato, scherzando
음역 G3-G#5
마디 수 17마디

이 곡은 마디 9의 페르마타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

는 2부분 형식의 작품이다. A부분은 2개 악구(4+5)로 구분되고 A´부분도 역시

2개의 악구(4+4)로 이루어진다. 이 작품의 조성은 C궁 시스템의 ‘A-C-D-E-G’

를 구성 음으로 하는 A오성우조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A´부분(마디

10-17)에서 A부분과 동일한 리듬 패턴을 유지하면서 ‘C’음과 ‘G’음을 반음

올려 류큐음계 ‘A-C#-D-E-G#-A’로 전조하여 분위기를 전환하고, 마디 15

에서 ‘G#’음을 ‘G’음으로, 그리고 ‘D’음을 ‘D#’로 바꾸면서 다시 A오성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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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돌아온다<악보 36>.

<악보 36-1> A오성우조음계, 《북경 만화집》 Op. 22 4번 <어릿광대> 마디 1-3

<악보 36-2> A류큐음계의 구조, 《북경 만화집》 Op. 22 4번 

<어릿광대> 마디 10-12

이렇게 반음 간격으로 움직이는 동형진행을 이용한 전조는 드뷔시가 즐

겨 사용한 작곡기법 중 하나였다. <악보 37>에서는 똑같은 화음이 그대로

반복되면서 단지 반음만 높여 동형진행을 사용한 드뷔시의 대담한 전조가

관찰된다.49) 따라서 <어릿광대>에서 나타난 전조의 과정은 강문예가 드뷔

시의 작곡기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라 할 수

있다.

49) 데이비드 버어지(David Burge)/ 박숙련 역, 『20세기 피아노 음악』 (서울: 음악
춘추사, 199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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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 드뷔시, 《Estampes》 3번 <비오는 날의 정원(Jardins sous la pluie)>

마디 54-56

이러한 전조 외에도 음색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강문예는 감4도, 감8도,

증4도와 같은 불협화음정을 제시하여 긴장감 있게 표현하기도 했다<악보

38>. 또한 왼손의 경우 초지일관 E음을 중심 음으로 해서 A부분에서는

‘E-D’, A´부분에서는 ‘E-D#’의 진행이 스타카토와 악센트의 아티큘레이션

이 강조되며 반복적으로 나타나 타악기를 요란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연

상 된다.

<악보 38> 《북경 만화집》 Op. 22 4번 <어릿광대> 마디 12-14

그 외 어릿광대의 우스꽝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강문예는 이전 곡에서 낮은음자리표만 사용해 저음을 강조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높은음자리표만 사용하여 고음을 강조하였고, 17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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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로 이루어진 짧은 곡임에도 불구하고 박자를 3/4-4/4-3/4-2/4-3/4-4/4-3/4-2/4

와 같이 7번이나 바꿔 박의 흐름을 매우 불규칙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sf-p와 같이 갑작스러운 셈여림의 변화를 명시하여 갑작스러운 변화를 추

구했다<악보 39>.

<악보 39> 《북경 만화집》 Op. 22 4번 <어릿광대> 마디 3-6

더불어 Allegro moderato, scherzando라고 나타냄 말을 명시하여 활발하

고 경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페르마타, alargando molto rit, alargando,

largo등을 표기하여 어릿광대의 변화무쌍한 동작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

였다<악보 40>.

<악보 40-1> 《북경 만화집》 Op. 22 4번 <어릿광대> 마디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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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2> 《북경 만화집》 Op. 22 4번 <어릿광대> 마디 16-17

5) 용비(龙碑）

용비는 용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이다. 용은 원래 신화에서 볼 수

있는 상상의 생물을 의미하지만,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물, 강우, 태풍, 홍

수를 제어하는 강력한 힘을 상징하고 중국인들 스스로 민족적 정체성의 표

시로 용의 후손(龙的传人)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50) 이렇게 중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존재하는 용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강문예는 다양한 음악

적 장치를 사용했는데, 이 곡의 주요한 특징은 <표 6>과 같이 요약된다.

 <표 6> 《북경 만화집》 Op. 22 5번 <용비>의 개요

구분 내용
조성 C오성궁조

형식
통작 형식: A(ab)

a(m. 1-m. 4) b(m. 5-m. 10)
박자 4/4-4/5-4/4
템포 Moderato poco maestoso
음역 C1-G5
마디 수 10마디

50) 용비, in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Chinese_dragon [2020. 3. 13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Chinese_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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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의 조성은 C궁 시스템의 ‘C-D-E-G-A’를 구성 음으로 하는 C오성

궁조인데, 마디 1과 마디 5에서 나타난 선율은 1번 <천안문>의 마디 1과

마디 4의 선율 동기와 일치한다<악보 41>.

<악보 41-1> 《북경 만화집》 Op. 22 5번 <용비> 마디 1, 마디 5

<악보 41-2> 《북경 만화집》 Op. 22 1번 <천안문> 마디 1, 마디 4

이 곡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프레이즈, 음역, 셈여림, 그리고

리듬의 대조적 적용을 통해 근접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용의 모습과 꿈틀거

리며 움직이는 용의 모습이 효과적으로 묘사된다<악보 42>. 그 내용은

<표 7>과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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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1> 《북경 만화집》 Op. 22 5번 <용비> 마디 1-2

<표 7> 《북경 만화집》 Op. 22 5번 <용비>에서 나타나는 대조적인 음악 개념의 적용

구분 1마디-4마디 5마디-10마디

연상되는

이미지

근접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용의 모습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용의 모습

프레이즈
2마디 단위의 프레이즈가

규칙적으로 진행

6마디가 한 프레이즈로 진행되는데

한 프레이즈 내에서 3박, 4박, 6박

단위로 선율이 진행됨

음역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를 동시에

사용하여 폭넓은 음역 사용

높은 음자리표만 사용하여

좁은 음역에서 선율 진행

셈여림 f p

오른손과

왼손의 관계

양손이 동일한 선율과

리듬으로 병행 진행

오른손과 왼손의 선율과 리듬이

상이하게 진행되고 왼손에서는

팔분음표의 리듬이 지속적으로 제시됨

<악보 42-2> 《북경 만화집》 Op. 22 5번 <용비> 마디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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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두 부분이 대조적 음악어휘를 사용해 서

로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지만, 아래의 <악보 43>에서 제시된 것처럼 a

부분과 b 부분 모두 프레이즈가 끝날 때마다 낮은 저음에서 ‘C’음을 옥타

브로 연주하도록 하여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한다. 템포를 지시하는

나타냄 말도 Moderato poco maestoso를 제시하여 ‘거대한’ 용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세심한 표현을 엿볼 수 있다.

<악보 43> 《북경 만화집》 Op. 22 5번 <용비> 마디 4, 마디 10

6) 유서(柳絮）

유서는 버드나무의 꽃을 의미하는 말인데, 바람을 따라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흩날리는 솜털 같다고 하여 버들개지라고도 한다. 이 곡의 경우 전반

적으로 p의 셈여림에서 반복 음과 다양한 리듬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장식

적 선율이 사용되어 산들바람에 하느작거리는 버들개지의 움직임이 효과적

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곡의 주요한 특징은 <표 8>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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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북경 만화집》 Op. 22 6번 <유서>의 개요

구분 내용
조성 A오성우조

형식
통작 형식: A(abc)

a(m. 1-m. 5) b(m. 6-m. 12) c(m. 13-m. 19)
박자 무박자
템포 Anantino pastorale
음역 D2-G5
마디 수 19마디

\

이 작품의 조성은 C궁 시스템의 ‘A-C-D-E-G’을 구성 음으로 하는 A오

성우조 인데, <악보 44>에서 제시된 동기가 전 곡을 관통하며 끊임없이

변형되어 선율 변주를 위한 재료로 사용된다. 한편, 처음부터 끝까지 왼손

에서 ‘D’음을 강조하여 오른손의 선율과 부딪히며 불협화음정을 만들어내

고 5도 위의 음인 ‘A’음을 강조하여 오음음계 내에서 확고하게 조성을 확

립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 것이 관찰된다.

<악보 44> 《북경 만화집》 Op. 22 6번 <유서> 마디 1-3

또한 자유로운 선율과 리듬의 진행을 돕기 위해 박자 표시도 하지 않고

마디 줄도 점선으로 표기한 것이 특징적으로 관찰된다. 특히 오른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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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반복 음과 다양한 리듬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장식적 선율 때문에 중국

의 전통악기인 대나무 피리 연주를 듣고 있는 듯하다<악보 45>. 그런데

오른손의 자유로운 움직임과는 달리 왼손은 4박 단위로 처음부터 끝까지

페달 포인트로 제시되는 ‘D’음 때문에 마치 공이나 북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대조적인 선율의 진행은 마치 두 개의 악기

가 앙상블을 연주하는 것을 상상하게 해주는데, 한편으로는 중국 오페라라

고 불리는 경극(京剧)에서 독창자가 기교를 보여주기 위해 노래 부르는 장

면이 연상된다. 강문예는 이러한 선율 작곡 기법을 매우 즐겨 사용하였는

데, 1945년에 창작된 《피아노 소나타 제 3번: 강남 풍광》 Op. 39b에서도

이와 유사한 선율 진행이 발견된다<악보 46>.

<악보 45> 《북경 만화집》 Op. 22 6번 <유서> 마디 7-9

<악보 46> 강문예, 《소나타 제 3번: 강남 풍광》 Op. 39b 마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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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멀리서 들리는 소고 소리(小鼓儿，远远地响）

이 작품의 시작 부분에는 Allegro rustico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전원적

으로 혹은 민요적으로 연주하라는 뜻인 ‘rustico’와 <멀리서 들리는 소고

소리>라는 제목으로 인해 북경의 골목에서 들리는 북소리를 상상하게 된

다. 이 곡의 주요한 특징은 <표 9>의 내용과 같다.

<표 9> 《북경 만화집》 Op. 22 7번 <멀리서 들리는 소고 소리>의 개요

구분 내용
조성 E육성우조(변궁 첨가)-E육성우조(청각 첨가)-D육성치조(변궁 첨가)

형식

통작 형식: 도입부-A(aa´a´´)-코다

도입부(m. 1-m. 2) a(m. 3-m. 8) a´(m. 9-m. 18) a´´(m. 19-m. 23)

코다(m. 24-m. 29)

박자 2/2

템포 Allegro rustico

음역 D1-C#5

마디 수 29마디

강문예는 이 곡에서 변궁이 첨가된 육성음계를 사용하여 이전 곡들과는

다른 조성실험을 하였다. 이 곡의 오른손은 6마디, 9마디, 그리고 11마디의

이루어진 불규칙한 프레이즈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크게 세 부

분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부분은 <악보 47>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조성

이 구별되게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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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7> 《북경 만화집》 Op. 22 7번 <멀리서 들리는 소고 소리>에서 

사용된 음계

a부분에서는 G궁 시스템의 ‘E-F#-G-A-B-D’를 구성 음으로 하는 E육성

우조가 사용되었고, 변궁인 ‘F#’음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조성에서 빗나

간 음인 ‘F’음도 사용하여 음색의 변화를 꾀하였다<악보 48>.

<악보 48> 《북경 만화집》 Op. 22 7번 <멀리서 들리는 소고 소리> 마디 3-6

a´부분에서는 ‘F#’음이 강조되던 a부분에서와는 달리 C#음이 강조되는

것이 발견된다. E육성우조는 ‘E-G-A-B-C-D’가 구성 음이 되는데, 여기서

청각에 해당되는 음이 ‘C’음이다. 강문예는 이 부분에서 청각인 ‘C’음 대신

‘C#’음을 조성을 흩트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C#’음

뿐 아니라 E♭, G#, A#, D♭, D♯등 음계의 구성 음을 반음간격으로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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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이 특징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율 진행으로 인해 이 부분은 무조

적 색채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악보 49>.

<악보 49> 《북경 만화집》 Op. 22 7번 <멀리서 들리는 소고 소리> 마디 11-15

a´´부분으로 오면 왼손의 중심 음이 ‘E’음에서 ‘D’음으로 바뀌면서 구성

음이 ‘D-E-F#-G-A-B’인 D육성치조로 바뀌어 조성이 더욱 확실하게 바뀐

다. 특히 오른손에서 a부분과 동일한 선율이 흘러가지만 왼손의 음이 바뀌

면서 완전히 다른 음색이 만들어진다<악보 50>.

<악보 50> 《북경 만화집》 Op. 22 7번 <멀리서 들리는 소고 소리> 마디 20-23

그리고 코다처럼 진행되는 마디 24부터는 오른손에서는 E육성우조의 중

심 음인 ‘E’음, 왼손에서는 D육성치조의 중심 음인 ‘D’음이 강조되면서 장2

도의 불협화음정으로 끝을 맺는다<악보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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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1> 《북경 만화집》 Op. 22 7번 <멀리서 들리는 소고 소리> 마디 25-2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문예는 현대적인 음향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 곡에서 단2도와 장2도 간격으로 진행하는 움직임을 중요한 소재로 사용한

것이 발견된다. 이러한 작곡 기법은 강문예가 추구하였던 중국 전통 음계

와 서양 현대 작곡 기법의 융합을 위한 다양한 시도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러한 특징적 음계 사용 외에 이곡에서는 바르톡을 위시한 현대 작곡가

들이 즐겨 사용한 타악기의 음향을 모방하는 기법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 <악보 52>에서 보이듯 바르톡은 동일 음을 반복해서 피아노에서 타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작곡 기법을 즐겨 사용했

는데, 7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 옥타브 간격의 8분음표

의 음형은 북소리를 모방하는 효과적인 장치로 사용되었다.

<악보 52> 바르톡, 《Ten Easy Pieces》 Sz. 39 10번 

<곰의 춤(Bear Dance)> 마디 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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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라마 사원에서(在喇嘛庙)

북경에 있는 라마교 사원은 옹화궁(雍和宮)이라고도 불리는데, 중국과 티

베트의 방식을 혼합한 건축물로 세계의 라마교 사원 중 가장 중요한 사원

중 하나이다.51) 이 작품에서 강문예는 라마 사원의 신비스럽고 영적인 분

위기를 강조하기 위해 중국 전통 음계를 완전히 벗어난 무조 음악을 창작

하였는데, 그의 주요한 특징은 <표 10>과 같이 요약된다.

<표 10> 《북경 만화집》 Op. 22 8번 <라마 사원에서>의 개요 

구분 내용
조성 무조

형식
통작 형식: A(aa´a´´)

a(m. 1-m. 4) a´(m. 5-m. 10) a´´(m. 11-m. 14)

박자 3/2

템포 Lento misterioso

음역 A0-F6

마디 수 14마디

이 곡에서는 두드러진 선율이 나타나지 않고, <악보 53>에서 제시된 4

가지 형태의 소리들을 재료로 사용하면서 이 소리들이 다양한 리듬으로 변

형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51) 라마 사원, in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Yonghe_Temple [2020.
3. 13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Yonghe_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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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3> 《북경 만화집》 Op. 22 8번 <라마 사원에서>에 나타난 

소리와 리듬 형태

피아노의 가장 저음인 ‘A’음을 저음부에 배치하고, 1번 <천안문>처럼 3

줄 보표를 사용해서 넓은 음역에서 독립적인 3개의 선율이 울리는 형태로

작곡된 이 곡은 마치 사원에서 음역이 다른 타악기들이 연주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낸다<악보 54>. 특히 반음계적 진행과 불협화음정의

수직적 조합이 도드라져 무조 음악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낸다.

<악보 54> 《북경 만화집》 Op. 22 8번 <라마 사원에서> 마디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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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의 악보에서 관찰되듯 불규칙한 리듬 진행과 rubato molto, 그리

고 페르마타의 사용으로 기계적이고 규칙적인 진행이 강조되었던 7번과는

달리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선율의 진행이 강조된다. 또한 사원의 영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는 나타냄 말인 Lento misterioso를 사용하고 ppp에서 ff

까지 펼쳐진 폭넓은 셈여림을 사용함으로써 라마 사원의 장엄하고 신비로

운 분위기가 극대화되어 표현된다.

9) 제 1낫 무곡(第一镰刀舞曲）

바르톡은 민속음악채집을 통해 민속음악의 정신을 복귀시키는 것과 그

선율에 현대적 스타일로 화음을 붙이는 작업에 몰두했었는데,52) 강문예도

바르톡처럼 중국의 민요를 채집하는 여행을 즐겨 다녔고 이 곡은 중국 장

쑤성(江苏)민요를 차용하여 만들어 졌다. 일본에서 오랜 시간동안 거주했던

강문예는 이 곡에서 중국 전통 음계 뿐 아니라, 일본 전통 음계를 사용하

였고 다양한 변주기법과 반복적인 오스티나토 패턴을 적용하여 농민들이

들판에서 바쁘게 농사짓는 활발한 장면을 유쾌한 분위기의 음악으로 전개

하였다. 주요한 특징은 아래의 <표 11>의 내용과 같다.

52) 데이비드 버어지 (David Burge)/ 박숙련 역, 『(20세기)피아노 음악』,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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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북경 만화집》 Op. 22 9번 <제 1낫 무곡>의 개요 

구분 내용
조성 F육성궁조-D류큐음계-F오성궁조

형식

3부분 형식: 도입부-A(ab)-A´(a´b´)-A´´ (a´´b´´)-코다

도입부(m. 1-m. 2) A(m. 3-m. 17) A´(m. 18-m. 32) A´´(m. 33-m. 45)

코다(m. 46-m. 50)
박자 2/4
템포 Allegro feroce
음역 F1-C7
마디 수 50마디

아래에서 제시된 <악보 55>는 중국 장쑤성(江苏) 민요 《낫 무곡》의

선율이다. 이 노래는 ‘해가 떠오르네. 낫을 번쩍번쩍하게 닦자. 풀을 빨리빨

리 베어 내자’ 라는 가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악보 56>과 같이 비교적

뚜렷하게 제시된다.

<악보 55> 중국 장쑤성 민요 《낫 무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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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6> 민요 《낫 무곡》 마디 1-5와 《북경 만화집》 Op. 22 9번 <제 1낫 

무곡> 마디 1-7 선율의 비교

이 작품에서 10마디로 된 《낫 무곡》의 선율은 F오성궁조-D류큐음계

-F오성궁조로 조성이 바뀌며 3번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각 부분이 선율과

조성의 변화를 통해 변형되는 변주기법이 사용되었다.

위에서 제시된 <악보 56>와 같이 ‘F-G-A-C-D’를 구성 음으로 하는 F

오성궁조에서 ‘D’음이 강조된 왼손 오스티나토 반주위에 진행되던 선율은

18마디부터 ‘D-F#-G-A-C#’로 구성된 D류큐음계에서 나타나고 왼손 반주

에 장식적 선율이 추가되면서 동일한 선율이지만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제

시된다<악보 57>. 이를 통해 마치 중국 전통 음악을 듣다 일본 전통 음악

을 듣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악보 57-1> D류큐음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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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7-2> 《북경 만화집》 Op. 22 9번 <제 1낫 무곡> 마디 18-21

33 마디부터는 다시 F오성궁조로 돌아와 선율이 제시되는데, <악보 58>

와 같이 16분 음표의 음형을 사용하여 왼손을 보다 유려하고 질감이 보다

더 풍부하게 만들었으며, 오른손의 선율은 옥타브로 진행하여 음향효과를

풍부하게 하였다.

 

<악보 58> 《북경 만화집》 Op. 22 9번 <제 1낫 무곡> 마디 33-36

한편, 이 곡에서는 <악보 59>에서 제시된 2마디로 구성된 반주가 추임

새처럼 선율이 흐르는 중간 중간에 제시되고, 마지막 코다에서도 이 반주

가 후렴구처럼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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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9> 《북경 만화집》 Op. 22 9번 <제 1낫 무곡> 마디 8-19

이 곡 역시 1번처럼 마지막에 attaca를 의미하는 ‘紧接下曲’가 중국어로

명시되어 있어 다음 곡 10번 <제 2낫 무곡>과 곧바로 연결된다. 특히 9번

에서 3번 변형되어 제시된 선율은 10번에서 다시 등장해 2개 곡을 조합하

면, 9번이 마치 소나타 형식의 제시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표 12>. 또한

2/4박자에서 f의 셈여림만 제시되고, 템포 표기에 Allegro feroce로 명시되

어 있어 무곡의 활기찬 분위기를 살려 연주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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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북경 만화집》 Op. 22 9번과 10번의 형식 구조 비교 

구분 각 곡의 형식 두 곡을 합친 형식 

9. 제 1낫 무곡
(第一镰刀舞曲）

3부분 형식
도입부(m. 1-m. 2)

A(m. 3-m. 17)

A´(m. 18-m. 32)

A´´(m. 33-m. 45)

코다(m. 46-m. 50)

도입부(m.1-m.2)

제시부(m.3-m.45)

경과부(m.46-m.2)

발전부(m.3-m.40)

경과부(m.41-m.50)

재현부(m.51-m.63)

코다(m.64-70)
10. 제 2낫 무곡
(第二镰刀舞曲）

2부분 형식
도입부(m. 1-m. 2)
A(m. 3-m. 40)

경과구(m. 41-m. 50)
B(m. 51-m. 63)

코다(m. 64-m. 70)

10) 제 2낫 무곡(第二镰刀舞曲)

이 곡도 역시 9번에서 사용된 중국 장쑤성 민요를 차용하여 만들어 졌고

곡 전반에 걸쳐 활기찬 분위기가 넘치는데, 주요한 특징은 아래의 <표

13>의 내용과 같다.

<표 13> 《북경 만화집》 Op. 22 10번 <제 2낫 무곡>의 개요

구분 내용
조성 F오성우조-E미야꼬부시음계-F육성궁조(청각 첨가)

형식

2부분 형식: 도입부-A(aa´ba´´cc´)-경과구-B(dd´)-코다

도입부(m. 1-m. 2) A(m. 3-m. 40) 경과구(m. 41-m. 50)

B(m. 51-m. 63) 코다(m. 64-m. 70)
박자 2/4, 3/4
템포 Listesso tempo
음역 F1-E7
마디 수 70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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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의 조성은 F오성우조-E미야꼬부시음계-F육성궁조(청각 첨가)로 전

개되어 9번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일본의 두 가지 상반된 분위기를 한 곡에

서 경험할 수 있다. 9번의 마지막 마디에서 제시된 쉼표를 포함한 옥타브

간격의 반주패턴이 10번에 그대로 이어져 제시되는 A부분은 ‘F-A♭-B♭

-C-E♭’로 구성 음으로 하는 A♭궁 시스템의 F오성우조에 기초하고 있다

<악보 60>.

<악보 60> 《북경 만화집》 Op. 22 9번 <제 1낫 무곡> 마디 50, 10번 

<제 2낫 무곡> 마디 1-6

그런데 28 마디까지 줄기차게 ‘F’음이 강조되던 반주패턴은 31 마디부터

40 마디사이에서 ‘B♭’와 ‘A♭’를 번갈아가며 강조하는 패턴으로 바뀌어 마

치 B♭오성각조와 A♭오성상조로 바뀐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낸다<악

보 61>.

<악보 61> 《북경 만화집》 Op. 22 10번 <제 2낫 무곡> 마디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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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1 마디부터 50 마디까지 9번에서 제시되었던 《낫 무곡》의 민

요선율이 왼손에서 제시되는데, 9번에서 2마디의 추임새 반주 선율이 선율

의 흐름을 방해했던 것과는 달리 10마디 동안 온전하게 선율이 제시되면서

경과구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선율은 ‘E-F-A-B-C’로 구성된

E미야꼬부시음계에 기초하여 흘러 색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오른손의

16분 음표 음형 때문에 활발한 분위기가 강조된다<악보 62>.

<악보 62-1> E미야꼬부음계의 구조

일본 음계에 기초한 주제 선율이 10마디 제시된 후 화려한 글리산도

(glissando)패시지가 나타나고, B부분이 51 마디부터 시작되는데 다시

‘F-G-A-（B♭）-C-D’를 구성 음으로 하는 F육성궁조(청각 첨가)에서 민요

선율이 한 번 더 제시된 후 ff의 화려한 코다로 곡은 끝을 맺는다<악보 63>.

<악보 62-2> 《북경 만화집》 Op. 22 10번 <제 2낫 무곡> 마디 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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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3> 《북경 만화집》 Op. 22 10번 <제 2낫 무곡> 마디 51-55

이 곡의 경우 2/4박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B부분과는 달리 A부분

에서는 3/4박자에서 제시되는 1마디의 선율이 프레이즈를 구분하는 단서처

럼 사용된 것이 발견된다<악보 64>. 9번에서 2마디의 반주부분이 선율의

흐름을 끊는 역할을 했다면 이 곡에서는 박자의 변화가 프레이즈를 구분하

는 단서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악보 64> 《북경 만화집》 Op. 22 10번 <제 2낫 무곡> 마디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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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도, 5도, 그리고 8도 음정으로 이루어진 반주의 음형은 중국의 전

통적인 음색을 자아내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마치 북소리가

둥둥 울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낸다. 왼손과 오른손에서 동음을 반

복하면서 이러한 음정들이 강조된 10번의 코다는 sff에서 F오성궁조의 궁

음인 ‘F’음과 치음인 ‘C’음을 강조하며 화려하게 끝을 맺는다<악보 65>.

<악보 65> 《북경 만화집》 Op. 22 10번 <제 2낫 무곡> 마디 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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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토 절기 시》 Op. 53 분석

1. 개요

《향토 절기 시》 Op. 53은 강문예 인생에서 창작의 절정기에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의 제일 중요한 피아노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하지

만 중국의 가장 중요한 피아노 작품 중 하나로도 손꼽힌다.53) 중앙음악학

원에서 작곡과 교수로 활동하며 강문예의 창작 기법은 더욱 성숙해졌으며,

오랜 세월에 걸쳐 중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온 결과의 산물

인 이 작품에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과 민족적 정서를 서양 음악의 틀

에 표현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이 뿜어져 나온다. 특히 초기 피아노 작품들

에서 많이 나타나는 일본 음악의 흔적은 완전히 소멸하여 중국 전통적 색

채가 진하게 배어 있다.

1876년에 출판된 차이코프스키의 《사계(The Seasons)》 Op. 37b를 연

상시키는 이 작품은 총 12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이코프스키가 주로 일

상속의 풍경을 소재로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의 달을 다룬데 반하여, 강문

예는 음력을 기준으로 1년을 12개로 구분하여 각 달의 특징적인 절기 및

전통적 풍습, 자연풍광, 일상생활 등 다양한 소재를 표제로 제시하였다. 표

제를 보면 작곡가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작곡했는지 알 수 있는데, 절기와

53) Xuejun Song〔宋学军〕, "The Artistic Characteristics of the Piano Divertimento
‘Poem of Folk Festival’," Journal of the Central Conservatory of Music 3
(1990), 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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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는 원소절(1번), 청명절(3번), 단오절(5번), 칠석(7번), 그리고 춘절

(12번)이 다루어졌다. 또한 절기에 관련된 전통 풍습으로 등불축제, 답청,

용선 경기 및 사자춤 등이 표제로 제시되었다. 한편,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작곡한 작품도 있는데 봄(2번), 여름(4번), 가을(8번),

그리고 겨울(10번)이 순서대로 다루어졌다. 일상생활을 담은 곡도 있는데

봄나들이 모습(3번), 열매가 가득한 과수원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6번), 풍

년을 기뻐하는 모습(9번),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며 설빔을 준비하는 모습

(11번)등이 다루어졌다.

강문예는 이 작품을 통해 중국의 전통 음계를 활용한 작곡 기법이 완전

히 무르익은 것을 보여주는데, 서양 음악의 전통적 전조 기법을 중국 전통

음계에 적용하여 한 곡 내에서 음계를 전환 시키는 기법은 매우 세련되고

흥미롭게 전개된다. 초기 작품에서 흔히 발견되는 정교하고 우아한 피아노

소품 모음곡에서 벗어나 작품의 규모는 매우 방대하고 복잡해졌는데, 가장

짧은 곡이 64마디이고 가장 긴 곡은 252마디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곡이

총 112쪽에 이른다. 매 작품마다 강문예는 빠르기말을 다양하게 제시하였

는데, 한 곡 내에서 빠르고 느린 템포를 번갈아 가면서 제시하는 것이 특

징적으로 발견되고, 이러한 템포의 변화로 인해 각 곡은 여러 개의 악장이

한 곡 안에 혼합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한편, 동일한 템포 관련 지시

어에 Allegro fervente, Allegro giocoso, Allegro animato, Allegro

festivamente 등 상이한 나타냄 말을 결합하여 분위기의 변화를 꾀한 것도

발견된다. 5번에서 겹박자인 6/4박자가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 모든 곡이

홑박자에 기초하고 있고, 2/2박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된 8번을 제외하

고는 모두 악곡 내에서 박자의 변화가 일어나고 카덴차 패시지가 삽입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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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2번, 5번, 8번의 경우에는 무박의 진행도 발견된다. 형식 면에서도 다양

한 실험이 이루어져 복합 2부 형식, 복합 3부 형식, 소나타 형식, 보겐포름

형식, 변형된 변주곡 형식, 그리고 변주 기법을 적용한 변형된 론도 형식

등이 적용되었다. 또한 높은음자리표만 사용한 보표, 낮은음자리표만 사용

한 보표, 그리고 3줄 보표 등 한 곡 내에서도 다양한 보표를 사용하여 음

역의 대조를 통한 음향의 변화가 폭넓게 일어난다. 각 곡의 주요특징은

<표 14>와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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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향토 절기 시》 Op. 53의 개요54)

제목 조성 박자 형식 템포 음역 마디 수

1. 대보름 등불축제

(元宵花灯）
G오성궁조

2/4,

3/4,

무박자

소나타 형식

제시부-발전부-재현부-

코다

Allegro
fervente

G1-G6 252마디

2. 양춘기사

(阳春即事）

B♭minor

+B♭오성

궁조

4/4,

2/4,

무박자

보겐포름 형식

A-경과구-B(ab)-C(cc´)-

B´(b´a´-경과구-A´

Andante
pastorale

E♭1-A7 224마디

3. 답청

(踏青）
G오성치조

2/4,

4/4

복합 2부 형식

A(ab)-경과구-

B(cb´)-코다

Allegro
animato

C1-F7 188마디

4. 초여름야곡

(初夏夜曲）
G오성치조

4/4,

3/4

복합 2부 형식

도입부-A-A´-코다

Non troppo
andante,
pastorale

C1-F7 64마디

5. 굴원을 애도하는

단오절 용선경기

（端午节赛龙悼屈原)
B오성각조

4/4,

2/4,

무박자,

6/4

복합 2부 형식

A(abc)-경과구-

A´(a´b´c´)-코다

Allegro
festivamente

B0-G7 239마디

6. 열매가 가득한

과수원

(瓜熟满园圃）

C오성치조
2/4,

3/4

보겐포름 형식

A-B-C-D-C´-

B´- A´

Non troppo
allegro,

qiocondamente
C1-F6 217마디

7. 칠석 은하

(七夕银河）
A오성우조

4/4,

2/4,

3/4

복합 2부 형식

A(abc)-경과구-

A´(a´b´c´)-코다

Andante
delicatemente

A0-A7 86마디

8.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들녘

(秋天的田野沉醉在金黄

谷穗里)

D♭오성치

조
2/2

복합 3부 형식

A-B-경과구-A-코다

Allegro molto
moderato,
sempre

D♭3 - A6 91마디

9. 풍년을 축하하며

(庆丰收)
D오성상조

4/4,

2/4,

3/4,

무박자

변주 기법을 적용한

변형된 론도 형식

A1-B1-A2-경과구-A3-

B2-코다

Allegro
moderato
festivamente

D1-G7 183마디

10. 만추야곡

(晚秋夜曲)
F오성궁조

4/4,

2/4

복합 3부 형식

A-B-경과구-C-

A´

Allegretto
leggiero

C1-C7 89마디

11. 집집마다 새 옷을

만들다

（家家户户做新衣)

F오성궁조
4/4,

2/4

복합 3부 형식

A-B-B´-C-C´-

A´

Andantino
dolce con
grazia

A1-B6 129마디

12. 춘절의 사자춤

(春节跳狮)
F오성궁조

4/4,

2/4

변형된 변주곡 형식

도입부-A1-A2-경과구-

B1-A3-B2-A4-A5-코다

Allegro
moderato,
teroce

A0-A7 92마디

54) 《향토 절기 시》 Op. 53은 한 곡 내에서 빈번한 전조와 템포 변화가 일어난
다. 따라서 <표 13>에서는 각 작품의 시작 부분의 조성과 빠르기말만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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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토 절기 시》 Op. 53 작품별 분석

1) 대보름 등불축제(元宵花灯）

중국에서 음력 1월 15일은 원소절(元宵節)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민속명

절 중 하나인데, 보름을 전후한 13일-14일 사이에 온 집안에 등불을 달아

서 걸어두고, 식구들이 한 탁자에 빙 둘러앉아 음식(원소)을 먹으며 한 해

의 안녕을 기원 한다.55) 이 곡에는 민속 명절을 맞은 사람들이 이 거리 저

골목을 돌아다니며 화려한 등불을 구경하는 떠들썩한 정경이 담겨있는데,

주요한 특징은 <표 15>와 같이 요약된다.

<표 15> 《향토 절기 시》 Op. 53 1번 <대보름 등불축제>의 개요

구분 내용

형식
소나타 형식

제시부-발전부-재현부-코다
박자 2/4, 3/4, 무박자
템포 Allegro fervente
음역 G1-G6
마디 수 252마디

소나타 형식에 기초한 이 곡의 각 부분은 <표 16>과 같이 구분된다. 하

지만 서양 고전 음악의 소나타 형식에서 나타나는 조성 구조는 찾아볼 수

없고, 중국의 전통 음계에 기초하여 전개된다. 또한 새로운 부분이 시작될

때마다 나타냄 말이 사용되어 분위기 전환을 도와준다.

고 각 곡의 분석에서 그 상세한 변화는 소개될 것이다.
55) 원소절, in Wikipedia, https:/ /ko.wikipedia.org/wiki/%EC%9B%90%EC%86
%8C%EC%A0%88 [2020. 4. 13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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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향토 절기 시》 Op. 53 1번 <대보름 등불축제>의 형식 및 조성

형식 마디 나타냄 말 조성

제시부
a(m. 1-m. 22) Allegro fervente

G오성궁조
b(m. 23-m. 47) Leggiero

발전부

c(m. 48-m. 104) Leggieramente
B♭오성궁조–F오성궁조-G오성

궁조
c´(m. 105-m. 150) Leggieramente D오성궁조

d(m. 151-m. 164) Poco grandioso
G오성궁조-G궁 시스템의

D오성치조
e(m. 165-m. 180) Andante cantando C궁 시스템의 G오성치조

재현부
a´(m. 181-m. 200) Allegro fervente

G오성궁조b´(m. 201-m. 224) Leggiero
코다 m. 225-m. 252 Quasi Timpani

제시부는 ‘G-A-B-D-E’를 구성 음으로 하는 G오성궁조로 이루어져 있

는데, 전통적인 소나타형식에서처럼 1주제와 2주제가 구별되어 나타난다

<악보 66>. 이 때 주제의 대조적인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 f와 p의 상반된

셈여림과 음형에 변화를 주어 차별되게 제시하고 나타냄 말도 구별되게 사

용한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악보 66-1> 《향토 절기 시》 Op. 53 1번 <대보름 등불축제> 마디 1-4



- 81 -

<악보 66-2> 《향토 절기 시》 Op. 53 1번 <대보름 등불축제> 마디 23-26

발전부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동일한 선율을 여러 조에서 변형

시키는 작곡 기법이 사용되었다. <악보 67>은 B♭오성궁조에서 나타난 선

율이 D오성궁조에서 나타난 예를 보여준다.

<악보 67-1> 《향토 절기 시》 Op. 53 1번 <대보름 등불축제> 마디 49-53

<악보 67-2> 《향토 절기 시》 Op. 53 1번 <대보름 등불축제> 마디 1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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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반적인 소나타 형식에서보다 발전부(132마디)의 길이가 제시부

(47마디)와 재현부(43마디)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데, 이는 화려한 기교를

뽐낼 수 있는 카덴차 패시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악보 68>. 재현부는 제시부와 동일하게 G오성궁조에서 반복되고, 화려한

코다가 27마디에 걸쳐 나타난 후 끝을 맺는다.

<악보 68> 《향토 절기 시》 Op. 53 1번 <대보름 등불축제> 마디 130-133

이 곡에서는 ‘G오성궁조-B♭오성궁조–F오성궁조-G오성궁조-G궁 시스

템의 D오성치조-C궁 시스템의 G오성치조-G오성궁조’로 전조가 진행되는

데, 이 과정에서 강문예는 2개 조성의 공통 음을 사용하여 매우 자연스럽

게 다른 조로 옮겨가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마디

46-50에서의 전조 과정을 살펴보면 ‘G-A-B-D-E’로 구성된 G오성궁조가

‘B♭-C-D-F-G’를 구성 음으로 하는 B♭오성궁조로 전조가 이루어지고 있

는데, 두 조의 공통 음인 ‘G’음이 경과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된 것이 관찰

된다<악보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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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9> 《향토 절기 시》 Op. 53 1번 <대보름 등불축제> 마디 46-50

한편, <악보 70>과 같이 변궁을 추가하거나, <악보 71>에서처럼 동형진

행을 하는 과정에서 음계에 속하지 않은 음을 추가하여 조성을 흩트리면서

잠시 분위기를 전환하는 기법도 사용하였다.

<악보 70> 《향토 절기 시》 Op. 53 1번 <대보름 등불축제> 마디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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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1> 《향토 절기 시》 Op. 53 1번 <대보름 등불축제> 마디 154-157

이러한 전조 기법 외에 악곡의 전개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요소

중 하나는 리스트가 즐겨 사용했던 주제 변형(transformation of theme)기

법이다. 발전부의 71 마디부터 전개되는 왼손을 살펴보면 1주제의 선율이

왼손에서 확대되어 나타난 것이 발견된다. 그리고 마디 151에서는 Poco

grandioso로 템포가 바뀌고, 음역과 반주 형태가 바뀌어 웅장한 팀파니 선

율과 함께 주제 선율이 울리는 형태로 변한다<악보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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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예는 이 곡에서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를 묘사하기 위해 다양한 음악

적 장치를 사용하였는데, <악보 73>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3줄 보표를

사용하여 마치 3개의 구별된 악기가 연주되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내었

고 장식음과 아르페지오 패턴, 그리고 완전5도 혹은 완전4도 음정을 장2도

간격으로 중첩한 비3도 화음(non-tertian chord)의 적용으로 화려한 음색을

만들어내었다<악보 74>.

<악보 72> 《향토 절기 시》 Op. 53 1번 <대보름 등불축제>에 나타난 주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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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3> 《향토 절기 시》 Op. 53 1번 <대보름 등불축제> 마디 1-4

<악보 74> 《향토 절기 시》 Op. 53 1번 <대보름 등불축제> 마디 138-140

그 외 강문예는 Deciso quasi Tamburo, quasi Timpani와 같은 묘사적

용어를 표기하여 드럼, 팀파니 등의 구체적 악기를 상상하며 연주하도록

유도하였고, 16분 음표의 빠른 패시지에서 장2도 음정을 반복적으로 제시

하여 신나게 북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악보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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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5> 《향토 절기 시》 Op. 53 1번 <대보름 등불축제> 마디 70-73

또한 f나 ff의 셈여림에서 양손을 동음 진행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강하고

힘 있는 금속 재질의 관악기가 소리를 웅장하게 뿜어내는 것 같은 음향도

만들어내었다<악보 76>.

<악보 76> 《향토 절기 시》 Op. 53 1번 <대보름 등불축제> 마디 184-188

이러한 음정의 배합 외에 리듬의 변화를 통해 음악을 가속하거나 늦추는

기법<악보 77>, 오른손과 왼손을 교차하며 흐르는 물처럼 진행되는 화려

한 패시지 등은 중국 전통 악기인 비파나 고쟁의 연주를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악보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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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7> 《향토 절기 시》 Op. 53 1번 <대보름 등불축제> 마디 169-173 

<악보 78> 《향토 절기 시》 Op. 53 1번 <대보름 등불축제> 마디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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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양손의 조화가 필요한 화려한 패시지는 중국 작곡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수법인데, 왕건중(Wang Jianzhong〔王建中〕, 1933-2016)56)이

1951년에 창작한 피아노 작품 <유양하（Liuyang River)>에서도 이와 유사

한 패시지가 등장한다<악보 79>.

<악보 79> 왕건중, 《유양하》 마디 52

강문예는 풍부한 음악어휘로 대보름의 장면을 묘사하였고, 분위기가 전환될

때마다 적절한 지시어를 사용하여 연주자의 세밀한 표현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

구는 코다 부분에서 극대화되어 나타나는데 한 페이지에 cresc----stringendo,

piu mosso, martellato, poco allargando, Vivace con brio, Deciso등 음형이 바

뀔 때마다 새로운 지시어를 사용하여 각 부분의 음악적 특징을 잘 살려 연주할

것을 당부한다<악보 80>. 이렇게 다양한 지시어와 음형이 제시된 후 sff의 셈여

림에서 두터운 코드가 강렬하게 제시되며 대보름 등불 축제는 끝을 맺는다.

56) 왕건중은 중국의 유명한 작곡가이며 피아니스트로 상하이음악학원(Shanghai
Conservatory of Music) 부원장의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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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0> 《향토 절기 시》 Op. 53 1번 <대보름 등불축제>에 나타난 지시어

2) 양춘기사(阳春即事）

양춘은 따뜻한 봄을 뜻하고 기사는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뜻한다. 표

제에서 제시된 데로 곡 전반에 걸쳐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오면서 만

들어진 풍경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된다. 특히 이 작품에는 중국의 남

쪽 지방인 운남성에서 널리 불리는 민요가 차용되어 쓰였는데, 이를 통해

강문예가 남쪽 지방의 봄의 정경을 상상하며 쓴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폭

넓은 음역의 사용, 오음음계와 단조의 결합, 대칭적으로 전개되는 보겐포름

(Arch form)57)형식의 적용, 화려한 옥타브, 트레몰로, 및 아르페지오 패시

57) 보겐포름 형식은 아치 형식(Arch form)이라고도 지칭하며 A. 로렌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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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장2도, 4도, 5도의 수직적 결합을 통한 현대적 음향, 카덴차 패시지 등

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주요한 음악적 특징은 <표 17>과 같다.

 <표 17> 《향토 절기 시》 Op. 53 2번 <양춘기사>의 개요

구분 내용

형식
보겐포름 형식
A-경과구-B(ab)-C(cc´)-B´(b´a´)-경과구-A´

박자 4/4, 2/4, 무박자

템포 Andante pastorale

음역 E♭1-A7

마디 수 224마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작품은 A-경과구-B(ab)-C(cc´)-B´(b´a´)-경

과구-A´의 구조로 되어 있는 보겐포름형식에 기초하고 있다. 새로운 부분

이 전개될 때마다 나타냄 말이 제시되는데, 느리고 서정적인 부분과 격렬

하고 화려한 부분이 번갈아가며 나와 대조적 진행이 부각된다. 또한 A와

A´부분만 4/4박자에서 전개되고, 그 외의 부분은 2/4박자로 전개된다. 특히

A와 B를 이어주는 부분에 무박으로 카덴차 패시지를 제시하여 박자를 통

해서도 분위기의 전환을 꾀한 것이 발견된다.

1번과 마찬가지로 주제가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

조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18>은 이 곡의 구조와 조성 변화를

(1868-1939)가 제창한 형식 개념이고, ABCBA와 같이 좌우대칭으로 이루어진 형
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룹화는 바그너의 음악에서도 흔히 볼 수 있으며, 이어
바르톡도 이 형식 이용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938&
contentsParam
Info=isList%3Dtrue%26navCategoryId%3D50334&cid=50334&categoryId=50334
[2020. 4. 28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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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A와 A´, B와 B´를 비교해보면 반복될 때 각

각 다른 조성에서 전개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표 18> 《향토 절기 시》 Op. 53 2번 <양춘기사>의 형식 및 조성

형식 마디 나타냄말 조성

A m. 1-m. 16 Andante pastorale
B♭minor+B♭오성궁조-G궁

시스템의 D오성치조

경과구 m. 17 tranquillamente
A♭궁 시스템의

E♭오성치조+A♭오성궁조

B
a(m. 18-m. 58) Allegro giocoso

C오성궁조-G궁 시스템의

E오성우조-C궁 시스템의

E오성각조-G오성궁조

b(m. 59-m. 93) Con anima
D오성궁조-G궁 시스템의

A오성상조-A오성궁조

C

c(m. 94-m. 109) Andantino cantando D오성궁조

c´(m. 110-m. 137)

Allegro moderato,

ben ritmato

festivamente

G궁 시스템의 E오성우조

B´

b´(m. 138-m. 170) Staccato brioso
D궁 시스템의 E오성상조-G궁

시스템의 A오성상조

a´(m. 170-m. 209) Allegro giocoso

A오성궁조-D궁 시스템의

B오성우조-G궁 시스템의

A오성상조
경과구 m. 210 tranquillamente A오성궁조

A´ m. 211-m. 224 Andante pastorale
A♭minor+A♭오성궁조

D♭오성궁조

특히 A부분의 경우 전통적 오음음계에 기초한 1번과는 다르게, 아래의

<악보 81>와 같이 내림나단조와 ‘B♭-C-D-F-G’를 구성 음으로 하는 오

성궁조가 결합하여 특이한 음색을 만들어내고 거쉬인(Geroge Gershwin)의

<서머타임(Summertime)>이 연상되는 선율이 전개된다<악보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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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1> 《향토 절기 시》 Op. 53 2번 <양춘기사> 마디 1-4

<악보 82> 거쉬인, 《서머타임(Summertime)》

<악보 8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B♭’음을 중심 음으로 전개되던 A부

분은 A´부분에서 ‘A♭’음을 중심 음으로 전개되고, ‘A♭-B♭-C-E♭-F’를

구성 음으로 하는 A♭오성궁조와 A♭minor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악보 83> 《향토 절기 시》 Op. 53 2번 <양춘기사> 마디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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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와 2주제가 구별되어 나타나는 B부분 역시 B´부분에서 A와 A´부

분처럼 조성이 변화되는데, 조성 변화 외에도 반주 패턴, 옥타브 음정의 적

용, 차별된 음역의 적용, 아티큘레이션의 변화 등을 통해 동일한 선율을 변

형시켜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이 발견된다<악보 84><악보 85>.

<악보 84-1> 《향토 절기 시》 Op. 53 2번 <양춘기사> 마디 18-21

� �  

<악보 84-2> 《향토 절기 시》 Op. 53 2번 <양춘기사> 마디 17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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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5-1> 《향토 절기 시》 Op. 53 2번 <양춘기사> 마디 59-62

  
<악보 85-2> 《향토 절기 시》 Op. 53 2번 <양춘기사> 마디 138-141

이 곡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 할 수 있는 C부분의 94 마디부터

109 마디에서는 중국 운남성의 민요 《비가 꽃에 쏟아지지 않으면 꽃이 피

지 않는다(雨不洒花花不红)》를 차용하여 화려하게 전개되던 앞부분과는

대조되는 아름다운 선율이 흐른다<악보 86>. 이 노래의 가사는 대략 ‘오빠

는 하늘의 용이다. 여동생은 땅에 핀 꽃이다. 용이 몸을 뒤집지 않으면 비

가 오지 않고 비가 오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데, <악보 87>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민요의 선율이 비교적 또렷하게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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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86> 중국 운남성 민요 《비가 꽃에 쏟아지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다》 

<악보 87> 《비가 꽃에 쏟아지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다》 마디 1-4， 《향토 

절기 시》 Op. 53 2번 <양춘기사> 마디 94-100

c´부분에서도 강문예는 주제변형 기법을 또다시 적용하는데, 오른손에서

나타났던 민요선율이 이번에는 왼손에서 리듬이 확대되어 옥타브로 재현된

다<악보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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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8> 《향토 절기 시》 Op. 53 2번 <양춘기사> 마디 120-123

한편, 강문예는 선율을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병행 기법을 적용해 <악보

89>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음계에 속하지 않은 음을 추가하거나 감4도

와 증2도 등의 불협화 음정을 사용하여 음향의 변화를 꾀하였다.

<악보 89> 《향토 절기 시》 Op. 53 2번 <양춘기사> 마디 9-13

또한 <악보 90>과 같이 장2도와 완전4도를 결합한 형태의 화성도 빈번

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타악기적인 화려한 패시지가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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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직적 음정의 배합 외에 <악보 9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강문

예는 곡의 화려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음역을 오가며 선율을 반복하는 기법

을 이 곡에서 즐겨 사용했는데, 화창한 봄날 마치 새가 지저귀는 장면 혹

은 피리 소리가 연상된다.

그 외 pp에서 ff로 이르는 폭넓은 셈여림의 변화, tranquillamente,

Allegro giocoso, Con anima, strepitoso, Andantino cantando, dolce

semplice, ben ritmato festivamente, Staccato brioso, Andante pastorale,

più sostenuto, leggierucolo 등의 다양한 나타냄 말 제시를 통해 템포 뿐

<악보 91> 《향토 절기 시》 Op. 53 2번 <양춘기사> 마디 154-159

<악보 90> 《향토 절기 시》 Op. 53 2번 <양춘기사> 마디 1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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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곡의 분위기도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운남의 아름다운

봄날의 정취를 표현하고자 한 작곡가의 노력으로 보인다.

3) 답청(踏青）

답청은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오는 음력 3월 삼짇날이나 청명절(淸明節)

즈음 산이나 계곡으로 나가 새로이 피어나는 꽃과 새를 구경하며 봄을 즐

기는 풍속을 말한다. 곡 전반에 걸쳐 밝은 기운이 넘치고, 파릇파릇 돋아나

는 새싹과 새들의 지저귐이 연상되는 이 곡의 주요한 음악 특징은 <표

19>와 같이 나타난다.

<표 19> 《향토 절기 시》 Op. 53 3번 <답청>의 개요

구분 내용 

형식
복합 2부 형식

A(ab)-경과구-B(cb´)-코다
박자 2/4, 4/4
템포 Allegro animato
음역 C1-F7
마디 수 188마디

이 곡에서는 마디 1-2, 그리고 마디 6-7에서 제시된 두 개의 동기가 작

품의 근간을 이루는데, 이 선율은 1936년에 작곡된 강문예의 피아노 작품

《인형극》에서 차용되었다. 1950년에 작곡된 《향토 절기 시》 Op. 53의

<답청>과 《인형극》의 악보를 비교해 보면 1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강문예의 작곡 기법이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해진 것이 관찰된다<악보

92>. 두 음악의 선율은 동일하지만 전통 음계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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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한 <답청>에서는 조성의 변화가 악보 상에 명확하게

기입된 것이 발견되고, 악센트 표기와 리듬의 구별된 표기로 선율선도 더

욱 뚜렷하게 강조된다<악보 93>.

<악보 92> 《향토 절기 시》 Op. 53 3번 <답청> 마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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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3> 강문예, 《인형극》 마디 1-9

이 곡은 <표 20>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

데, 앞서 제시된 2개의 동기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는 주제변형기법이 두

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주제가 변형될 때 마다 조성이 바뀌고, 그때마다

나타냄 말이 제시되어 분위기 전환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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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향토 절기 시》 Op. 53 3번 <답청>의 형식과 조성

형식 마디 나타냄 말 조성

A

a(m. 1-m. 37) Allegro animato
C궁 시스템의

G오성치조-E오성궁조

b(m. 38-m. 95) Poco tranquillo
G♭궁 시스템의 E♭오성우조-

A♭오성궁조-B♭오성궁조

경과구 m. 96-m. 98 Andante traquillo B♭오성궁조

B

c(m. 99-m. 115) Tempo I Marciale
B♭오성궁조-A궁 시스템의

F#오성우조-G♭오성궁조

b´(m. 116-m. 170) Poco tranquillo

B♭오성궁조-D♭오성궁조-

A♭minor-E오성궁조—

G궁 시스템의 E오성우조-

E오성우조에서 E오성궁조로

전조-E오성궁조

코다 m. 171-m. 188 Tempo Ⅰ
C오성궁조-D♭궁 시스템의

A♭오성치조-C오성궁조

동기 1은 총 13번, 동기 2는 총 3번 악곡에서 변주기법이 적용되어 발전

되어 나타난다. 옥타브 간격으로 오음음계가 뚜렷하게 부각되는 선율로 구

성된 동기 1은 음계의 변화를 통한 조바꿈, 리듬의 변형 및 확대, 음역의

변화, 반주 음형의 교체 등을 통해 <악보 94>와 같이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나고 이를 통해 같은 선율이지만 매번 색다른 분위기로 진행된다. 특

히 54-57 마디, 62-65 마디, 80-84 마디에서는 주제 선율의 음가가 두 배

로 확대되어 나타나는데, 리듬확대를 통한 선율 변형 기법은 강문예가 즐

겨 사용한 기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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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2의 경우 동기 1과는 달리 동일한 선율이 진행되면서 <악보 95>와

같이 음계만 상이하게 변형되어 나타난다.

<악보 94> 《향토 절기 시》 Op. 53 3번 <답청> 나타난 동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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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5> 《향토 절기 시》 Op. 53 3번 <답청> 나타난 동기 2

앞서 제시된 곡들에서 공통 음이나 반음계적 전조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

조의 과정을 만들어냈던 것과는 달리 이 곡에서는 급작스러운 전조가 작품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동기 2로 넘어가는 마디 5와 마디

6을 살펴보면 ‘G-A-C-D-E’로 구성된 C궁 시스템의 G오성치조와

‘E#-F#-G#-B-C’로 구성된 E오성궁조사이의 전조가 아무런 준비 없이 바

로 일어난 것이 발견된다<악보 96>.

또 다른 예로 96 마디부터 100 마디까지 사이에서도 전혀 상관관계가 없

는 ‘B♭-A-D-F-G’로 구성된 B♭오성궁조에서 ‘F#-A-B-C#-E’ 구성음으

로 하는 A궁 시스템의 F#오성우조가 제시된 것이 관찰된다<악보 97>.

<악보 96> 《향토 절기 시》 Op. 53 3번 <답청> 마디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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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두 예를 관찰해 보면 이러한 급작스러운 전조를 통해 확연한 음

색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강문예는 의도적으로 새로

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전조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동형진행을 통한 전조도 즐겨 사용하였는데, 그는 116 마디부터

120 마디까지에서 7화음을 있으며 동형진행과정에서 오음음계와 단조 음계

를 조합으로 진행되는 ‘B♭-A-D-F-G’로 구성된 B♭오성궁조, ‘D♭-E♭

-F-A♭-B♭’로 구성된 D♭오성궁조, 그리고 ‘A♭-B♭-C♭-D♭-E♭-F♭

-G♭’로 구성된 A♭minor를 제시하여 긴장감을 고조시켰다<악보 98>.

<악보 97> 《향토 절기 시》 Op. 53 3번 <답청> 마디 96-100

<악보 98> 《향토 절기 시》 Op. 53 3번 <답청> 마디 1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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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 전경을 표현하기 위해 동기의 변형, 다양한 음계의 전조 외에 강

문예는 곡 전반에 걸쳐 2/4박자의 틀 안에서 16분 음표의 빠른 음형을 주

도적으로 사용하였는데, A부분과 B부분을 이어주는 경과구에서 유일하게

4/4박자를 사용한 것이 눈에 띤다.

또한 그가 즐겨 사용한 8도 옥타브 음형, 2도, 4도 및 5도가 결합한 비3

도 중첩 화음도 사용되었지만, 서양음악에서 즐겨 사용되는 3도, 5도 음정

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용되어 중국 전통음계와 서양 음계를 조화롭게

적용한 것이 발견된다<악보 99><악보 100>.

<악보 99> 《향토 절기 시》 Op. 53 3번 <답청> 마디 153-156   � � �

<악보 100> 《향토 절기 시》 Op. 53 3번 <답청> 마디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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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제가 변형될 때 마다 Allegro animato, con anima, allargando

molto 등의 템포 관련 나타냄 말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악보 101>과

같이 리듬의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기법도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그 외 셈여림에 관련된 Tranquillamente, poco tranquillo, allagando

molto, dolce molto legato 등의 나타냄 말, f와 p의 급격한 대조를 사용하

여 자연의 생동감 있는 모습이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다.

         <악보 101-1> 《향토 절기 시》 Op. 53 3번 <답청> 마디 92-95

        <악보 101-2> 《향토 절기 시》 Op. 53 3번 <답청> 마디 16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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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여름야곡(初夏夜曲）

이 작품은 1916년 심기창(沈其昌, 1858-1929)58)이 중국 전통 악기인 비

파를 위해 작곡한 《영주고조(瀛州古调)》에 수록된 《청정점수(蜻蜓点

水)》를 편곡한 곡이다. 전반적으로 불협화음정이 배제된 오음 음계에 기

초하여 작곡되어 중국 전통 선율의 향기에 흠뻑 빠져들 수 있고, 비파의

음향을 모방하기 위해 사용된 다양한 음악적 장치로 인해 피아노 곡이지만

마치 비파의 연주를 듣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한다. 주요 음악 특징은

아래의 <표 21>과 같다.

<표 21> 《향토 절기 시》 Op. 53 4번 <초여름야곡>의 개요

구분 내용

형식
복합 2부 형식

도입부-A-A´-코다
박자 4/4, 3/4
템포 Non troppo andante, pastorale
음역 C1- F7
마디 수 64마디

이 작품은 도입부-A-A´-코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입부와 코다는

C궁 시스템의 G오성치조로 통일하고, A와 A´는 F오성궁조로 통일하여 조성

이 형식 구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표 2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새로운 부분이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나타냄 말을 제시하여 형식 구분

의 단서로 제공하였다. 그 외 도입부가 끝나는 13 마디에 겹세로줄을 제시하

고, A부분이 끝나는 마지막 마디를 2/4박자로 교체했다가 A´부분에서 다시

4/4박자로 돌아감으로써 두 부분의 경계를 확실히 보여준다<악보 102>.

58) 심기창은 중국의 유명한 비파 연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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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향토 절기 시》 Op. 53 4번 <초여름야곡>의 형식 및 조성

형식 마디 나타냄 말 조성

도입부 m. 1-m. 13
Non troppo andante,

pastorale
C궁 시스템의 G오성치조

A m. 14-m. 39 Andante tranquillamente

F오성궁조-C궁 시스템의

D오성상조-F궁 시스템의

A오성각조-F궁 시스템의

D오성우조

A´ m. 40-m. 57 Amoroso
F오성궁조-C궁 시스템의

D오성상조

코다 m. 58-m. 64 a tempo molto tranquillo C궁 시스템의 G오성치조

� � � � �<악보 102-1> 《향토 절기 시》 Op. 53 4번 <초여름야곡> 마디 13-15

      <악보 102-2> 《향토 절기 시》 Op. 53 4번 <초여름야곡> 마디 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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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의 조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D-E-G-A’로 구성된 C궁 시

스템과 ‘F-G-A-C-D’로 구성된 F궁 시스템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편, C

궁 시스템과 F궁 시스템을 비교해 보면 ‘F’, ‘G’, ‘A’, ‘D’ 네 음이 공통 음

이다. 따라서 공통음을 이용한 전조가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 전조가 자

연스럽게 진행된다. 이러한 매끄러운 전조는 2번과 3번의 급진적인 전조와

매우 대조적이며, 초여름의 맑고 정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매우 효과적

으로 적용된다.

작품을 시작하는 도입부는 ‘G-A-C-D-E’를 구성 음으로 하는 C궁 시스

템의 G오성치조에 기초하여 작곡되었다. <악보 103>에서 제시된 바와 같

이 동기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초여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은 반

복 음과 펼친 화음 형태의 자유로운 패시지가 전개되고, 1 마디와 3 마디

의 상반된 방향의 아르페지오 음형, 점점 가속되는 리듬의 형태, 트릴, 다

양한 아티큘레이션 표시, 세밀한 셈여림 표기 등은 비파 ‘탄(弹)59)’ ‘롤(

滚)60)’의 기법을 피아노에서 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59) 비파의 연주 기법 중 ‘탄’은 오른손 집게손가락의 손톱 끝으로 현을 터치 한
후 현을 왼쪽으로 퉁기는 연주법을 의미한다. https://baike.baidu.com/item/
琵琶/241259?fr=aladdin [2020. 6. 7 접속].

60) 비파의 연주 기법 ‘롤’은 균일하고 빠른 움직임으로 현을 훑어 내리는 연주법
을 의미한다. https://baike.baidu.com/item/琵琶/241259?fr=aladdin [2020. 
6. 7 접속].

https://baike.baidu.com/item/����/241259?fr=aladdin
https://baike.baidu.com/item/����/241259?fr=alad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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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디 2와 마디 3에서 제시된 리듬은 이 작품 전체를 통해 반복되

고 발전되는 중요한 소재로 제공된다. 그리고 도입부는 강문예가 즐겨 사

용한 리듬의 축소기법이 <악보 104>와 같이 사용되며 서서히 느려지며 자

연스럽게 A부분으로 이어진다.

A부분은 ‘F-G-A-C-D’를 구성 음으로 하는 F오성궁조로 문을 여는데,

<악보 103> 《향토 절기 시》 Op. 53 4번 <초여름야곡> 마디 1-6

<악보 104> 《향토 절기 시》 Op. 53 4번 <초여름야곡> 마디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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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은 아래의 <악보 106>과 같이 비파 곡 《청정점수 (蜻蜓点水)》<악보

105>의 주제선율과 매우 유사하다.

� <악보 105> 비파 곡 《청정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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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6> 비파 곡 《청정점수》 마디 1-8, 《향토 절기 시》 Op. 53 4번 

<초여름야곡> 마디 14-20 

A부분의 시작 부분은 마치 잠자리가 수면위에서 춤추듯 고요한 패시지

로 진행이 되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악보 107>과 같이 화려한 아르페지오

및 스케일 패시지가 나오고, ‘D-E-G-A-C’를 구성 음으로 하는 C궁 시스

템의 D오성상조에서 ‘A-C-D-F-G’로 구성된 F궁 시스템의 A오성각조를

자연스럽게 전조가 이루어져 색채감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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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분에서도 위의 <악보 107>들에서 관찰되듯이 비파의 주법을 모방한

패시지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트레몰로, 트릴 음형, 32분 음표의 빠

른 아르페지오 패시지, 옥타브 간격으로 이동하며 다양한 아티큘레이션으

로 진행되는 선율이 그러하다. 그리고 완전5도의 반주 음형은 중국의 전통

적 음향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A´부분 역시 <악보 108>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조용히 비파의 현을 뜯

는 듯한 패시지가 진행되다가 3줄 보표로 음역이 확대되고 16분 음표의 화

려한 패시지가 제시되어 대조적인 구성을 보인다.

<악보 107> 《향토 절기 시》 Op. 53 4번 <초여름야곡> 마디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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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8> 《향토 절기 시》 Op. 53 4번 <초여름야곡> 마디 40-47

이 곡은 수평적으로 혹은 수직적으로 모두 전통 오음 음계에 기초한 배

합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강문예가 선호하는 2도, 4도와 5도가 중첩된 코드

도 즐겨 사용되었다<악보 109>.

<악보 109> 《향토 절기 시》 Op. 53 4번 <초여름야곡> 마디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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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파의 맑고 탄력 있는 소리를 모방하기 위해 옥타브 간격의 음정을

즐겨 사용하였는데, 옥타브 음정은 스타카토와 레가토의 섬세한 아티큘레이

션 표기에 의해 더욱 비파의 소리에 근접한 효과를 만들어낸다<악보 110>.

<악보 110> 《향토 절기 시》 Op. 53 4번 <초여름야곡> 마디 19-21

이 곡의 나타냄 말을 살펴보면 Non troppo andante, pastorale, Andante

tranquillamente, dolco e molto cantabile, Amoroso, lontano quasi Celesta

와 같이 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지시어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을 관

찰할 수 있는데 이는 고요한 여름밤의 정취를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한 작

곡가의 의도적 장치로 보인다<악보 111>.

<악보 111> 《향토 절기 시》 Op. 53 4번 <초여름야곡> 마디 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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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굴원을 애도하는 단오절 용선경기(端午赛龙悼屈原）

중국의 전통 명절인 단오절(음력 5월 5일)은 전국시대 초나라 시인이었

던 굴원의 우국충정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명절이며, 이날에는 굴원을

기리는 용선경기(龍舟競賽)61)를 실시하고 쫑즈(棕子)62)를 먹는 풍습이 전

해져 내려온다.63)

이 작품에서는 빈번한 오성조성간의 전조, 모방적 구조, 상호 호응관계의

선율 진행(call and response), 비화성음 및 옥타브와 비3도 화음의 적용,

폭넓은 음역, 악기의 소리를 모방한 트릴, 트레몰로 음형, 대조적 셈여림의

적용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용선 경주의 격렬하고 열띤 분위기를 묘

사하는 패시지와 굴원을 기리는 서정적 선율이 조화롭게 펼쳐진다. 이 곡

의 중요한 음악적 특징은 <표 23>과 같다.

<표 23> 《향토 절기 시》 Op. 53 5번 <굴원을 애도하는 단오절 용선경기>의 개요

구분 내용

형식
복합 2부 형식

A(abc)-경과구-A´(a´b´c´)-코다
박자 4/4, 2/4, 무박자, 6/4
템포 Allegro festivamente
음역 B0-G7
마디 수 239마디

61) 용선경기는 단오절의 주요 풍속인데 북소리와 함께 용의 모양을 새겨 넣은 통나
무 배로 강을 건너는 경기를 의미하는데, 반은 종교적이고 반은 오락적인 프로그
램이었다. https://blog.naver.com/gaogaoxingxing/221243898621 [2020. 6. 1 접속].

62) 쫑즈는 쫑즈는 중국에서 매년 단오절마다 즐겨먹는 대표적인 명절음식으로
이미 천 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
docId =5899837&cid=40942&categoryId=39994 [2020. 6. 2 접속].

63) 단오절, in Naver,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25090&cid=62056&
categoryId=620560 [2020. 4. 28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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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이 작품의 각 부분은 <표 24>와 같이 구분

된다. 128마디로 이루어진 A부분이 제시된 후 서정적인 레치타티보 패시지

가 나오고 A부분을 모방 변형한 A´부분이 94마디에 걸쳐 제시된 후 비장

한 분위기의 코다가 제시된 후 마무리된다. A부분이 A´부분보다 상대적으

로 긴 것은 강문예가 즐겨 사용하는 화려한 카덴차 패시지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부분은 abc와 a´b´c´로 구분된다. 특히 용선 경기가

한참 격렬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이 묘사된 b부분은 Listesso tempo

animato, crescendo e stringando, ben marcato, P iù mosso quasi Vivace,

Allegro precipitoso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굴원을 애도하는 c부분과 경과구,

코다에서는 Largamente solenne, dolce con delicatezza, Piano tremolando,

smorzando, espressivo, patetico 등의 대조적 지시어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냄

말이 분위기의 전환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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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향토 절기 시》 Op. 53 5번 <굴원을 애도하는 단오절 용선경기>의 형식 

및 조성

형식 마디 나타냄 말 조성

A

a m. 1-m. 28 Allegro festivamente

G궁 시스템의 B오성각조-C궁
시스템의 A오성우조-G궁
시스템의 B오성각조-C궁
시스템의 G오성치조- G궁

시스템의 E오성우조-E오성궁조

b m. 29-m. 93
Listesso tempo,
animato

C궁 시스템의 E오성각조-C궁
시스템의 G오성치조-C궁

시스템의
D오성상조-F오성궁조-C오성궁
조-D오성궁조-반음음계
진행-F#궁 시스템의
C#오성치조-F#오성궁조

c m. 94-m. 128 Largamente solenne
D♭궁 시스템의

E♭오성상조-D♭오성궁조-D♭
궁 시스템의 B♭오성우조

경과구 m. 129-m. 135 Recitativo 무조

A´

a´ m. 136-m. 163 Allegro festivamente

B♭궁 시스템의
D오성각조-E♭궁 시스템의
C오성우조- B♭궁 시스템의
D오성각조-E♭궁 시스템의
B♭오성치조-B♭궁 시스템의
G오성우조-G오성궁조

b´ m. 164-m. 212
Listesso tempo,
animato

C궁 시스템의 E오성각조-C궁
시스템의 G오성치조-C궁

시스템의
D오성상조-F오성궁조-C오성궁
조-D오성궁조-A오성궁조

c´ m. 213-m. 225 Largamente solenne
D궁 시스템의 E오성상조-G궁

시스템의 E오성우조

코다 m. 226-m. 239 Patetico G궁 시스템의 E오성우조

한편, <악보 11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a부분의 1 마디부터 12 마디

까지, a´부분의 136 마디부터 147 마디까지는 선행구와 후행구가 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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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4개의 악구(3+3+3+3)가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의 시나 민요에서

즐겨 사용되던 상호 호응관계의 선율 진행을 적용하여 균형감을 중시하는

중국인들의 심미관을 음악에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악보 112>.

<악보 112> 중국 민요 《양관가》

 <악보 113> 《향토 절기 시》 Op. 53 5번 <굴원을 애도하는 단오절 용선경기>에 

나타난 상하 호응관계의 선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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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3>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강문예는 A와 A´부분에서 조성을 바

꿔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근 관계 조성으로 전조, 동일한

조성 시스템간의 전조, 같은 중심 음을 이용한 전조 등 중국 전통 음계를

이용한 다양한 전조 기법을 선보여 강문예가 오성조성의 운용에 대해 경지

에 오른 모습을 보여준다.

첫 번째 근 관계 조성으로의 전조는 서양음악의 근친 조(closely related

key)로의 전조의 개념을 도입한 전조 기법인데, 공통 음을 많이 있어 전조

가 자연스럽게 들린다. 예를 들어 4 마디부터 7 마디까지에서 조성 시스템

은 G궁 시스템-C궁 시스템-G궁 시스템으로 변화하는데, ‘G-A-B-D-E’로

구성된 G궁 시스템과 ‘C-D-E-G-A’로 구성된 C궁 시스템은 5음 중 4음,

즉 ‘D’ ‘E’ ‘G’ ‘A’ 가 공통 음이어서 전조의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

어진다<악보 114>.

<악보 114> 《향토 절기 시》 Op. 53 5번 <굴원을 애도하는 단오절 용선경기> 

마디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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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동일한 조성 시스템간의 전조는 서양 음악에서 같은 조표를 사

용하는 나란한 조(relative ley)로의 전조 원리를 가져온 것으로 여겨지는데,

같은 궁 시스템에 있지만 중심 음이 다른 조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33 마디

부터 43 마디까지는 C궁 시스템에 속한 G오성치조와 D오성상조가 나타난

다. 하지만 선율의 중심 음이 ‘G’음에서 ‘D’음으로 변화하여 조성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악보 115>.

<악보 115> 《향토 절기 시》 Op. 53 5번 <굴원을 애도하는 단오절 용선경기> 

마디 35-40

세 번째 같은 중심음으로 전조는 서양 음악의 같은 으뜸음 조(parallel

key)로의 전조를 의미하는데, 각각 다른 조성의 음계가 사용되지만 중심

음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통일감을 주는 전조기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7

마디부터 32 마디까지에서는 3번의 전조가 일어나는데 ‘E-G-A-B-D’로 구

성된 E오성우조, ‘E-F#-G#-B-C’로 구성된 E오성궁조, ‘E-G-A-C-D’로 구

성된 E오성각조로 진행했는데 ‘E’음이 중심음으로 시종 제시되고 있어 악

곡에 통일감을 준다<악보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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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6> 《향토 절기 시》 Op. 53 5번 <굴원을 애도하는 단오절 용선경기> 

마디 25-30

위의 <악보 116>의 마디 27에서는 E궁 시스템의 청각이나 변궁도 아닌

‘G’음이 나타난 것이 관찰되는데, 이렇게 음계에 속한 음이 아닌 비화성음

을 사용하여 특별한 음향의 변화를 꾀하는 기법도 이곡에서 즐겨 사용되었

다. 또한 이러한 비화성음들 외에도 청각이나 변궁을 사용하여 음계를 확대

해서 사용하는 예도 빈번히 나타난다<악보 117>.

<악보 117> 《향토 절기 시》 Op. 53 5번 <굴원을 애도하는 단오절 용선경기> 

마디 119-123

특히 66 마디부터 82 마디까지에서 나타나는 상행 선율 진행에서는 앞선

작품들에서 볼 수 없었던 강한 불협화음이 등장하는데, 이는 지속적인 단2

도 음정의 음형으로부터 기인된다. 마디 단위로 그 화성을 표기하면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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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과 같이 나타나는데, 마치 클러스터를 분산시켜 놓은 것 같은 불협화

음정의 적용으로 현대적 음향의 색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편, 128 마디부터 133 마디까지의 경과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선율 진

행을 보여주는데 어떤 한 음계 안에서 진행되지 않고, 독백을 하듯 무조에

서 자유롭게 선율이 전개된다. 이는 플랫 5개가 사용된 B♭오성우조로부터

플랫 2개가 사용된 D오성각조로의 전조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강문예의

의도적인 장치로 보여진다<악보 119>.

<악보 118-1> 《향토 절기 시》 Op. 53 5번 <굴원을 애도하는 단오절 용선경기> 

마디 66-76

<악보 118-2> 《향토 절기 시》 Op. 53 5번 <굴원을 애도하는 단오절 용선경기> 

마디 66-76의 화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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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용선 경주 시 사람들이 옆에서 징, 북 등 타악기를 치며 경

기에 힘을 보태어 흥을 돋우어 준다. 이 작품에서 많은 옥타브와 비3도 화

음, 그리고 셈여림의 세밀한 표기, 반복적인 음형 및 트레몰로 패시지, 그

리고 3줄 보표를 이용한 넓은 음역의 사용으로 강약의 대조가 극렬하게 나

타나 격렬한 경기의 모습이 효과적으로 표현된다. 또한 quasi timpani와

같은 나타냄 말의 출현은 타악기 소리를 흉내 내겠다는 강문예의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된다<악보 120>.

<악보 119> 《향토 절기 시》 Op. 53 5번 <굴원을 애도하는 단오절 용선경기> 

마디 12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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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음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타악기 소리 모방 선율과는 대

조적으로 <악보 121>과 현악기 소리를 모방한 같은 화려한 카덴차패시지

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용되었고 섬세한 표현을 요구하는 dolce con

delicatezza와 같은 나타냄 말이 사용되어 작곡가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다.

<악보 120> 《향토 절기 시》 Op. 53 5번 <굴원을 애도하는 단오절 용선경기> 

나타난 타악기 음향을 위한 작곡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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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의 경기와 굴원을 애도하는 대조적 패시지가 절묘하게 섞여 진행하

던 이 곡은 마지막에 patetico, tutta forza라는 나타냄 말로 시작하는 웅장

한 코다 패시지가 등장하여 굴원이라는 영웅을 죽음을 추모하며 끝을 맺는

다<악보 122>.

<악보 121> 《향토 절기 시》 Op. 53 5번 <굴원을 애도하는 단오절 용선경기> 

마디 10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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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열매가 가득한 과수원(瓜熟满园圃）

이 작품은 농민들이 풍작으로 열매가 가득한 과수원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오음음계와 육음음계의 결합, 대칭적으로 전개되는

보겐포름(Arch form)형식의 적용, 2도, 4도, 5도 음정의 수직적 혹은 수평적

나열, 역동적 리듬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주요한 음악적 특징은 <표

25>와 같다.

<악보 122> 《향토 절기 시》 Op. 53 5번 <굴원을 애도하는 단오절 용선경기> 

마디 22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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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A-B-C-D-C´-B´-A´의 구조로 된 보겐포름 형식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A´, B´, C´는 A, B, C 의 재료를 가지고 발전되지만 음악적인

내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전개된다. 특히 각 부분이 반복될 때 새

로운 것들이 추가되어 발전되면서 길이가 확장된다.

이 작품에서도 강문예는 근 관계 조성으로의 전조, 동일한 조성 시스템

간의 전조, 같은 중심 음을 이용한 전조를 사용하여 음색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는데, 4개 조성 시스템: C궁 시스템, F궁 시스템, B♭궁 시스템, E♭궁

시스템에 기초한 음계들이 <표 26>과 같이 빈번히 전조가 일어나며 진행

된다. 하지만 ‘F-G-A-C-D’를 구성 음으로 하는 F궁 시스템으로 중심으로

5개의 음 중 1음만 다른 C궁 시스템(C-D-E-G-A)과 B♭궁 시스템(B♭

-C-D-F-G)으로의 전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B♭궁 시스템과 1음만 다

른 E♭궁 시스템(E♭-F-G-B♭-C)을 B♭궁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하여

이 곡에서도 근 관계 조성으로의 전조를 통한 자연스러운 음계의 이동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표 25> 《향토 절기 시》 Op. 53 6번 <열매가 가득한 과수원>의 개요

구분 내용

형식
보겐포름 형식

A-B-C-D-C´-B´-A´
박자 2/4, 3/4
템포 Non troppo allegro, qiocondamente
음역 C1-F6

마디 수 217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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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중심음을 이용한 전조를 사용한 예도 빈번히 나타난다. 25 마디

부터 34 마디에서 ‘F-G-A-C-D’를 구성 음으로 하는 F오성궁조가 ‘F-G-B♭

-C-D’로 구성된 F오성치조로 전환되는 선율 진행을 보여주는데, 같은 중심음

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음색의 변화가 일어난다<악보 123>.

<표 26> 《향토 절기 시》 Op. 53 6번 <열매가 가득한 과수원>의 형식 및 조성

형식 마디 나타냄 말 조성

A m. 1-m. 20
Non troppo allegro,

qiocondamente
F궁 시스템의 C오성치조-C오성궁조

B m. 21-m. 43

F궁 시스템의 C오성치조-F오성궁조-

B♭궁 시스템의 F오성치조-F궁

시스템의 G오성상조

C m. 44-m. 54
F오성궁조-E♭궁 시스템의

F오성상조-F궁 시스템의 C오성치조

D m. 55-m. 109
L´ictesso tempo, con

anima

F궁 시스템의 A육성각조(변궁

첨가)-F궁 시스템의 C육성치조(청각

첨가)-B♭궁 시스템의 D육성각조(변궁

첨가)-B♭궁 시스템의 F육성치조(청각

첨가)

C´ m. 110-m. 173

F오성궁조-B♭궁 시스템의

F육성치조(청각 첨가)-F궁 시스템의

A오성각조-B♭궁 시스템의

C육성상조(청각 첨가)-F오성궁조-F궁

시스템의

C오성치조-C오성궁조-F오성궁조

B´ m. 174-m. 207

F궁 시스템의

C오성치조-F오성궁조-F궁 시스템의

G오성상조

A´ m. 208-m. 217 Andante tranquillo C오성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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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악보 12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동일한 조성 시스템간의 전

조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이 곡에서는 변궁이나 칭각이 첨가된 육

성음계의 적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마디 67에서 마디 70에서는

‘F-G-A-C-D’를 구성 음으로 하는 F궁 시스템의 A육성각조(변궁 ‘E’첨가)

와 C육성치조(청각 ‘B♭’첨가)가 사용된 예를 보여준다.

�  <악보 123> 《향토 절기 시》 Op. 53 6번 <열매가 가득한 과수원> 마디 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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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의 <악보 124>에서 제시된 것처럼 반복적인 오스티나토 패턴이

반주로 제시되어 극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발생하고, 더불어 작품에 통일성

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악보 125>와 같이 2도, 4도, 5도와 8도 음정을 수

직적 혹은 수평적으로 배열하는 기법이 즐겨 사용되었다.

<악보 124> 《향토 절기 시》 Op. 53 6번 <열매가 가득한 과수원>에 나타난 

육성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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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2도, 증4도와 감5도 음정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악보 126>의

선율은 악곡에 주기적으로 나타나 강한 여운을 남긴다. 이렇게 악곡의 진행

과 전혀 상관없는 특정 선율을 경과구로 사용하면서 환기를 시키는 기법은

강문예의 다른 곡에서도 종종 나타나는데, 《북경 만화집》 Op. 22의 9번

<제 1낫 무곡>에서 사용된 2마디로 구성된 역동적 선율 패시지가 연상된

다(북경만화집 p. 69).

<악보 125> 《향토 절기 시》 Op. 53 6번 <열매가 가득한 과수원> 마디 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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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흥겹고 즐거운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징, 북 등의 타악기와 금속

재질의 관악기가 합주를 하는 것 같은 패시지가 <악보 127>과 같이 다양

하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패시지에서 악센트, 혹은 스타카토 등의

섬세한 아티큘레이션의 표기로 인하여 그 분위기가 더욱 효과적으로 살아

난다.

<악보 126> 《향토 절기 시》 Op. 53 6번 <열매가 가득한 과수원>에 나타난 

경과구 선율

<악보 127-1> 《향토 절기 시》 Op. 53 6번 <열매가 가득한 과수원> 마디 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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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프레이즈의 연장을 위해 마디 157과 마디 211에서 3/4박자가 1 마

디씩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2/4박자에 기초하여 작곡되었고, 이전

곡들에서 즐겨 사용되었던 카덴차패시지 없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음형을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다른 곡에서 형식이 구분될 때마다 단서처

럼 제시되었던 분위기를 묘사하는 나타냄 말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셈여

림의 변화나 템포의 변화를 나타내는 나타냄 말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음악적 특징들로 인해 이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왁자지껄한 농민들

의 들뜬 축제를 상상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전개된다.

7) 칠석 은하(七夕银河）

중국에서는 칠석(음력 7월 7일)에 은하의 서쪽에 있는 직녀와 동쪽에 있

는 견우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 날이 되면

술과 떡을 준비하여 일꾼들을 격려하는 풍속이 있다.64) 이 곡은 견우와 직

64) 칠석, in Daum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21c0278a [2020. 5. 2 접속].

<악보 127-2> 《향토 절기 시》 Op. 53 6번 <열매가 가득한 과수원> 마디 140-143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21c027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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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신화적인 사랑을 환상적 음색으로 구현해내고 있는데, 그 중요한 특

징은 아래의 <표 27>과 같다.

<표 27> 《향토 절기 시》 Op. 53 7번 <칠석 은하>의 개요

구분 내용

형식
복합 2부 형식

A(abc)-경과구-A´(a´b´c´)-코다
박자 4/4, 2/4, 3/4
템포 Andante delicatemente
음역 A0-A7
마디 수 86마디

이 작품은 <표 2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A-경과구-A´-코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A부분은 다시 a, b, c로 구분되고 A´부분에서도 a´, b´,

c´의 구조로 주제가 변형되어 나타난다.

<표 28> 《향토 절기 시》 Op. 53 7번 <칠석 은하>의 형식 및 조성

형식 마디 나타냄 말 조성

A

a(m. 1-m. 12)
Anante

delicatemente

C궁 시스템의 A오성우조- G궁 시스템의

A오성상조
b(m. 12-m. 24) leggierissimo C궁 시스템의 A오성우조

c(m. 24-m. 36)
Amorosamen

te

G궁 시스템의 D오성치조-D오성궁조-G궁

시스템의

D오성치조-B오성궁조-G오성궁조-E오성궁

조-C궁 시스템의 E오성각조

경과구 m. 37-m. 44
C궁 시스템의 A오성우조-A오성궁조-C궁

시스템의 A오성우조

A´
a´(m. 45-m. 65)

Poco più

mosso

C궁 시스템의 A오성우조-G궁 시스템의

A오성상조
b´(m. 65-m. 78) C궁 시스템의 A오성우조
c´(m. 79-m. 81) D오성궁조-G궁 시스템의 D오성치조

코다 m. 82-m. 86
lontano, non

ritardando
C궁 시스템의 A오성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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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선 많은 곡들에서와는 달리 나타냄 말이 형식 구분의 결정적 단

서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A가 변형되어 나타나는 A´는 <악보

12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A부분과 동일한 조성인 C궁 시스템의 A오

성우조에서 나타나 형식 구분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악보 128> 《향토 절기 시》 Op. 53 7번 <칠석 은하>의 A와 A´에서 나타난 

주제 선율 비교

근 관계 조인 C궁 시스템과 G궁 시스템을 오가며 진행되는 a와 b부분과는

달리 c부분에서는 거의 한마디 간격으로 D궁 시스템-G궁 시스템-B궁 시스

템-G궁 시스템-E궁 시스템으로 조성이 옮겨가고, 이를 통해 신비로운 음색

의 변화가 일어난다<악보 129>. c´부분에서도 D궁 시스템에서 G궁 시스템

으로 조성이 변하면서 오른손의 구성 음이 바뀌어 왼손의 선율이 동일하게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위기가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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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9-1> 《향토 절기 시》 Op. 53 7번 <칠석 은하> 마디 31-33

  

<악보 129-2> 《향토 절기 시》 Op. 53 7번 <칠석 은하> 마디 79-81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는 오음음계에 기초한다. 하지만 위의 <악보 129>

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대범한 비화성음과 변궁의 적용을 통해 오음음계 원

래의 음색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다양하게 한 것이 관찰된다<악보 130>.

특히 이 곡에서는 2도, 3도, 4도와 5도 음정을 수직적으로 합한 비3도 화성

이 두드러지게 사용되어 인상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풍긴다. 그리고 <악보

129>에서 제시된 b부분의 오른손은 라벨의 《거울(Miroirs)》 5번 <종의

골짜기(La Vallée des Cloches)>의 몽환적 음형이 연상된다<악보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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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0-1> 《향토 절기 시》 Op. 53 7번 <칠석 은하> 마디 13-14

  
<악보 130-2> 《향토 절기 시》 Op. 53 7번 <칠석 은하> 마디 27-28

<악보 131>  라벨, 《Miroirs》 5번 <종의 골짜기(La Vallée des Cloches> 

마디 1-5

한편, 경과구인 37 마디부터 44 마디에서는 C궁 시스템의 A오성우조-A

오성궁조-C궁 시스템의 A오성우조를 오가며 조성이 바뀌는데, 그 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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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감5도, 겹증4도 음정을 배치하여 신비로운 음색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불협화음정은 넓은 음역에 걸쳐 수평적으로 펼쳐져 있는 선율,

4/4-2/4-4/4-2/4-3/4-4/4로의 박자 변화, 트레몰로, 셋잇단음표, 다섯잇단음

표, 여섯잇단음표 등의 다양한 리듬패턴, 급작스러운 셈여림의 변화 등의

변화무쌍한 패시지 속에 위치해 있어 긴장감이 고조된다<악보 132>.

<악보 132> 《향토 절기 시》 Op. 53 7번 <칠석 은하> 마디 40-43

위의 <악보 132>의 마디 42는 6-5-4-3으로 음의 개수가 줄어들면서 점

점 느려지는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강문예가 즐겨 사용한 리듬 기법

중 하나이다. 이 곡에서도 이렇게 리듬의 변화를 통해 속도를 더 빠르게

혹은 느리게 만드는 기법이 곳곳에서 발견된다<악보 133>.

<악보 133> 《향토 절기 시》 Op. 53 7번 <칠석 은하> 마디 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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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에서 나타냄 말이 형식구분의 단서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Andante delicatement, leggierissimo, Amorosamente, legato molto,

lontano 등의 지시어는 견우와 직녀의 애절한 사랑이야기를 보다 효과적으

로 묘사하기 위한 작곡가의 노력으로 보인다.

8)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들녘(秋天的田野沉醉在金黄谷穗里)

이 작품은 반복적인 리듬을 기초로 끊임없이 흐르는 선율과 밝고 경쾌한

느낌이 강조되는 음계의 적용을 통해 추수를 앞둔 논의 이삭들이 황금빛으

로 물결치는 풍경이 생생하게 음악으로 전해진다. 주요 음악적 특징은 아

래의 <표 29>와 같다.

<표 29> 《향토 절기 시》 Op. 53 8번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들녘>의 개요

구분 내용

형식
복합 3부 형식

A-B-경과구-A-코다
박자 2/2
템포 Allegro molto moderato, sempre legato
음역 D♭3 - A6
마디 수 91마디

이 작품은 다카포를 이용하여 앞의 A부분을 똑같이 반복하는 A-B-A로

이루어진 복합 3부 형식에 기초한다. 다음의 <표 30>과 같이 A부분으로

돌아가기 전에 6마디로 이루어진 경과구가 있으며 A부분을 반복한 후 코

다로 연결되어 끝을 맺는다. 또한 형식이 구분될 때 마다 나타냄 말을 제

시하여 각각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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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향토 절기 시》 Op. 53 8번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들녘>의 형식 및 조성

형식 마디 나타냄 말 조성

A m. 1-m. 50
Allegro molto moderato,

sempre legato

G♭궁 시스템의

D♭오성치조-C♭궁 시스템의

D♭육성상조(청각 첨가)

B m. 51-m. 78 Marciale D♭오성궁조

경과구 m. 79-m. 84 Ben ritmico ma leggiero D♭오성궁조

A m. 1-m. 50
Allegro molto moderato,

sempre legato

G♭궁 시스템의

D♭오성치조-C♭궁 시스템의

D♭육성상조(청각 첨가)

코다 m. 85-m. 91 in tempo sempre D♭오성치조

이 작품에서 강문예는 ‘D♭’를 처음부터 끝까지 오스티나토로 제시하면

서 ‘G♭-A♭-B♭-D♭-E♭’를 구성음으로 하는 G♭궁 시스템, ‘C♭-D♭

-E♭-G♭-A♭’를 구성음으로 하는 C♭궁 시스템, 그리고 ‘D♭-E♭-F-A

♭-B♭’를 구성음으로 하는 D♭궁 시스템을 오가는 전조 기법을 사용하였

는데, 3개 조성 모두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D♭’를 공통음으로 사용하여 전

조를 시도하여 조성의 변화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악보

135>. 이렇게 한 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기법은 20세기 작곡가들이 즐

겨 사용한 기법 중 하나인데, <악보 134>에서 제시된 드뷔시와 라벨의 작

품에서도 반복 음을 강조한 선율의 흐름이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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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4-1> 드뷔시, 《Préludes, Ⅰ》 2번 <돛(Voiles)> 마디 48-50

<악보 134-2> 라벨, 《물의 유희(Jeux d‘Eau)》 마디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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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5> 《향토 절기 시》 Op. 53 8번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들녘>에 나타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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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135>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A부분과 마디 51부터 시작되는

B부분의 선율은 매우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다. 우선 sempre legato와

Marciale라는 대조적 성격의 나타냄 말 표기를 통해 그 분위기가 다름이

묘사되어 있고, 셈여림도 p와 mf를 오가는 A부분과 달리 B부분은 mf의 셈

여림이 일관되게 제시되고, 악센트와 테누토로 한 음 한음이 A부분보다 더

강조된다. 그리고 8도, 7도, 5도, 4도, 3도 등 다양한 도약 음정이 조합된 A

부분의 반주부분과 비교해 볼 때 B부분의 반주는 ‘D♭’음을 중심으로 2도

와 3도 음정이 주로 사용되었고, <악보 137>과 같이 오른손의 선율 진행은

훨씬 더 동적으로 전개된다.

<악보 136> 《향토 절기 》 Op. 53 8번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들녘> 마디 67-70

이 곡에서는 위의 <악보 135>에서 표기된 바와 같이 A부분에서 청각이

첨가된 부분을 제외하면 비화성음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음계의 구성 음

을 기초로 선율이 제시된다. 하지만 B부분에서는 <악보 137>과 같이 폭넓

은 음역에서 다양한 음정간격으로 쌓아올린 비3도 화음들이 등장해 현대적

음향을 만들어낸다. 특히 B부분에서 A부분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시된 2개

의 4도 음정을 2도 간격으로 중첩하여 쌓아 올린 화음들은 극적인 셈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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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비를 통해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면서 북소리를 듣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한다.

<악보 137> 《향토 절기 시》 Op. 53 8번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들녘> 마디 

79-82

한편, 코다 부분에서 오음음계에 기초해서 전개되던 선율이 ‘G♭’ 3화음

으로 끝을 맺는데, 이러한 종지에 의해 동양과 서양음악의 절묘한 조화가

느껴진다<악보 138>.

<악보 138> 《향토 절기 시》 Op. 53 8번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들녘> 마디 

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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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풍년을 축하하며(庆丰收）

이 작품은 풍년을 맞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축하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전체가 183마디로 이루어져 있는데 강문예의 독특한 변주 기법의 적용이

흥미롭게 펼쳐지고, 비르투오소적인 기교가 요구되는 화려한 곡이다. 중요

한 음악적 특징은 아래의 <표 31>과 같다.

<표 31> 《향토 절기 시》 Op. 53 9번 <풍년을 축하하며>의 개요

구분 내용

형식
변주 기법을 적용한 변형된 론도 형식

A1-B1-A2-경과구-A3-B2-코다
박자 4/4, 2/4, 3/4, 무박자
템포 Allegro moderato festivamente
음역 D1-G7
마디 수 183마디

이 곡의 경우 변주곡(Variation)과 론도(Rondo)의 형식적 요소를 모두

담고 있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빈번한 전조를 통해 중심음

이 지속적으로 바뀌어 화려한 음색의 변화가 일어난다. 특히 전조의 과정

에서 <표 32>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이 C궁-B♭궁-F궁-C궁-B♭궁-G궁

-D궁-C궁-B♭궁-C궁-B♭궁-F궁-D궁-B♭궁-G궁-F궁-G궁-F궁-E♭궁

-C궁-A궁-F궁-C궁-B♭궁-F궁-G궁-F궁-G궁-B♭궁-G궁-D궁-C궁-B♭

궁과 같이 시스템이 바뀌는데, 근 관계 조 이외의 조성으로의 전조도 많이

발견된다. 또한 청각과 변궁이 포함된 육음음계도 조화롭게 적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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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향토 절기 시》 Op. 53 9번 <풍년을 축하하며>의 형식 및 조성

형식 마디 나타냄 말 조성

A1

a1(m. 1-m. 8)
Allegro moderato

festivamente
C궁 시스템의 D오성상조

b1(m. 9-m. 20)
l´accompagnamento

pesante

B♭궁 시스템의 G오성우조-F궁

시스템의 D오성우조-C궁 시스템의

D오성상조

b2(m. 21-m. 32)
B♭궁 시스템의 G오성우조-G궁

시스템의 D오성치조

b3(m. 33-m. 40)
D궁 시스템의 A오성치조-C궁 시스템의

A오성우조

B1 m. 40-m. 66
poco più mosso,

agitato
B♭궁 시스템의 F오성치조

A2

a2(m. 67-m. 74) Tempo Ⅰ C궁 시스템의 D오성상조

c1(m. 75-m. 86) Poco tranquillo

B♭궁 시스템의 G육성우조(변궁 첨가)-

F오성궁조-D궁 시스템의

A오성치조-B♭궁 시스템의

F오성치조-G궁 시스템의 B오성각조-F궁

시스템의 D육성우조(변궁 첨가)

c2(m. 87-m. 100)
G궁 시스템의 B오성각조-F궁 시스템의

D육성우조(변궁 첨가)

c3(m. 101-m. 113) dolce grazioso

E♭궁 시스템의 B♭오성치조-E♭궁

시스템의 C오성우조-C궁 시스템의

G육성치조(청각 첨가)-A궁 시스템의

E오성치조-F궁 시스템의 D오성우조

경과

구
m. 114

quasi cadenza

improvisata
F궁 시스템의 D오성우조

A3

a3(m. 115-m. 122)
Allegro moderato,

festivamente
C궁 시스템의 D오성상조

b4(m. 123-m. 130)
B♭궁 시스템의 G오성우조-F궁

시스템의 D오성우조

c4(m. 131-m. 144) dolce
G궁 시스템의 B오성각조-F궁 시스템의

D육성우조(변궁 첨가)

b5(m. 145-m. 164)
Listesso tempo ma

grandioso

G궁 시스템의 D오성치조-B♭궁

시스템의 G오성우조-G궁 시스템의

D오성치조-D궁 시스템의

A오성치조-C궁 시스템의 A오성우조

B2 m. 164-m. 177
Poco più mosso, con

strepito
B♭궁 시스템의 F오성치조

코다 m. 178-m. 183
Meno mosso, molto

grandioso
B♭궁 시스템의 G오성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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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작품은 변주 기법이 적용된 변형된 론도 형식

에 기초하고 있고, A1-B1-A2-경과구-A3-B2-코다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A부분이 3번 변형되어 나타나는데 그 세부 구조는 A1부분

(a1b1b2b3), A2부분(a2c1c2c3), A3부분(a3b4c4b5)의 구조로 되어 있다. 특

히 완전4도와 완전5도 음정을 장2도 간격으로 중첩시킨 화음과 여섯잇단음

표로 펼친 화려한 패시지로 구성된 a부분은 A부분이 제시될 때 마다 웅장

하게 반복적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형식 구분의 단서로 사용된다<악보

139>. 그리고 이 선율이 나올 때마다 풍년을 맞이한 들뜬 사람들을 축하하

는 타악기와 관악기의 합주가 울려 퍼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악보 139> 《향토 절기 시》 Op. 53 9번 <풍년을 축하하며> 마디 1-4

이렇게 타악기적인 음향을 지닌 a 부분이 제시된 후에는 A1, A2, 그리

고 A3의 경우 비파를 뜯는 것 같은 선율이 <악보 140>과 <악보 141>에

서처럼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 때 다양한 반주 리듬 패턴의 적용,

성부의 추가를 통한 텍스추어의 변화, 음역의 확대, 새로운 음계의 적용을

통해 동일한 선율이지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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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0> 《향토 절기 시》 Op. 53 9번 <풍년을 축하하며>에 나타난 

b부분의 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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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보 141> 《향토 절기 시》 Op. 53 9번 <풍년을 축하하며>에 나타난 

c부분의 변주

한편 40 마디부터 시작하는 B1부분과 164마디에서 시작하는 B2부분은

A부분과 대조적인 화려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으며 징과 북 소리가 요란하

게 울리는 흥겨운 장면이 연출된다. 강문예는 타악기적 음향을 만들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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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2도와 8도 음정이 강조된 16분 음표 리듬패턴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였

고, 이로 인해 피아니스트의 기교를 과시할 수 있는 화려한 패시지가 한동

안 펼쳐진다<악보 143>.

� � � <악보 142> 《향토 절기 시》 Op. 53 9번 <풍년을 축하하며> 마디 40-4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곡은 빈번한 전조가 이루어져 음색의 변화가

매우 다양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왼손과 오른손에서 다른 조성을 사용하여

현대적 음향을 만들어내는 부분들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13-16 마디를 살

펴보면 오른손의 선율은 ‘D-F-G-A-C’를 구성음으로 하는 F궁 시스템의

D오성우조, 왼손의 선율은 ‘G-B♭-C-D-F’를 구성음으로 하는 B♭궁 시스

템의 G오성우조에 기초하고 있다<악보 143>. 이렇게 두 개의 조성을 합치

는 시도는 강문예의 후기 작품에서 즐겨 사용된 작곡 기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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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악보 143> 《향토 절기 시》 Op. 53 9번 <풍년을 축하하며> 마디 13-16

한편, 흥겨운 분위기를 강조할 때는 festivamente, martellato, poco più

mosso, agitato, strepito, appasionato 등의 지시어를 사용하고, 서정적인 선

율이 제시될 때는 Poco tranquillo, dolce grazioso, a piacere 등을 사용하여

곡의 분위기에 따라 나타냄 말도 구별되게 사용한 것이 발견된다.

10) 만추야곡(晚秋夜曲）

이 작품은 깊어진 가을의 명경 같은 밤하늘을 연상하게 하는 시적이고

서정적인 작품인데, 중국 전통 음악에서 흔히 사용되는 형식인 ‘금감람(金

橄榄)’65)과 ‘사탈각(蛇脱壳)’66)의 선율 전개 방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65) ‘금감람’은 중국 전통 타악기 음악에서 즐겨 사용되는 선율 전개 방식으로 선율이
3+4+5+4+3처럼 악구의 길이가 점점 증대되었다가 줄어드는 형태를 가졌다고 해서
‘금 올리브 패턴’, 혹은 ‘금 럭비 패턴’이라고도 불린다. http://blog.sina.com.cn/s/
blog_4b20edfa010007l3.html [2020. 5. 12 접속].

66) ‘사탈각’은 중국 전통 타악기 음악에서 즐겨 사용되는 선율 전개 방식으로 뱀이
허물을 벗은 껍질처럼 악구의 길이가 줄어드는 형태를 가졌다고 해서 ‘사탈각’, 혹
은 ‘뱀탈각’이라는 용어로 지칭된다. http://www.doc88.com/p-5159996508755.html

http://www.doc88.com/p-51599965087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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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특징은 아래의 <표 33>과 같다.

<표 33> 《향토 절기 시》 Op. 53 10번 <만추야곡>의 개요

구분 내용

형식
복합 3부 형식

A-B-경과구-C-A´
박자 4/4, 2/4
템포 Allegretto leggiero
음역 C1-C7
마디 수 89마디

ABCA´의 구조로 이루어진 이 작품의 조성은 F궁 시스템-A♭궁 시스템

-E♭궁 시스템 사이를 오가며 음계에 기초한 음들만으로 선율이 전개되어

중국의 전통적인 음색이 진하게 느껴지는 곡이다. 또한 나타냄 말이 형식

구분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표 34>.

<표 34> 《향토 절기 시》 Op. 53 10번 <만추야곡>의 형식 및 조성

형식 마디 나타냄 말 조성
A m. 1-m. 28 Allegetto leggiero F오성궁조

B m. 29-m. 49
Un poco più mosso,

molto legato

F궁 시스템의 C오성치조-

A♭궁 시스템의

E♭오성치조-F오성궁조-E♭오성궁

조
경과구 m. 50 E♭오성궁조

C m. 51-m. 71

Animato, più mosso

(quasi allegro

moderato)

F궁 시스템의

C오성치조-A♭오성궁조-F오성궁조-

A♭궁 시스템의

E♭오성치조-F오성궁조
A´ m. 72-m. 89 Andante tranquillo F오성궁조

[2020. 5. 12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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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조의 과정에서도 각 조성 간의 공통 음을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전조 과정을 보여 준다<악보 144>.

<악보 144> 《향토 절기 시》 Op. 53 10번 <만추야곡> 마디 48-52

특히 이 작품의 선율 전개 방식은 매우 특별한데, 프레이즈가 끝날 때 마

다 2/4박자의 선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선율의 마침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A부분의 5 마디부터 28 마디까지의 선율 구조를 살펴보면 4/4박자와

2/4박자가 <악보 145>와 같이 결합하여 3+3+4+6+5+3의 비대칭적인 선율

구조를 보이는데, 이는 ‘금감람’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이 과정에서 2/4박자

에서 제시되는 선율은 음역도 변화를 주어 선율의 종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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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5> 《향토 절기 시》 Op. 53 10번 <만추야곡> 마디 8-20

29 마디부터 37 마디에서는 위의 <악보 145>에서처럼 중간부분이 통통한

금감람 형태가 아닌 점차적으로 짧아지는 ‘사탈각’의 선율 구조가 나타난다.

중국 민요 《도팔반(倒八板)》에서도 이러한 선율 진행이 보이는데<악보

146>, <만추야곡>의 B부분에서는 4+3+2로 선율이 점점 짧아지는 프레이즈

의 구조가 나타나고 높은 음역에서 f로 제시되는 2분 음표가 선율의 종지를

구별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징적인 선율 진행은 중국 전통 민

족음악에 대한 강문예의 깊이 있는 연구의 결과로 여겨진다<악보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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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6> 중국 민요 《도팔반》 부분 선율

<악보 147> 《향토 절기 시》 Op. 53 10번 <만추야곡> 마디 29-37

한편, 음계의 구성 음을 기초로 4도, 5도 혹은 8도의 음정을 조합하여 펼

쳐지는 선율은 중국 전통 음악의 향기를 그윽하게 풍기고, 이러한 음정의 배

합 외에도 Allegretto leggiero, Andante sostenuto, molto tranqui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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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tano 등의 나타냄 말을 통해 가을밤의 산들바람, 나뭇잎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고요한 밤에 비추는 달 및 등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악보 148>.

<악보 148> 《향토 절기 시》 Op. 53 10번 <만추야곡> 마디 1-4

11）집집마다 새 옷을 만들다(家家户户做新衣）

중국에서는 설날이 다가오면 새 옷을 만들어 입는 풍습이 있다. 강문예

는 이 곡에서 다가올 설날을 기대하면서 설빔제작에서 분주한 사람들의 모

습을 카논(canon)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는데, 중요한 음악적 특징은

<표 35>와 같다.

<표 35> 《향토 절기 시》 Op. 53 11번 <집집마다 새 옷을 만들다>의 개요

구분 내용

형식
복합 3부 형식

A-B-B´-C-C´-A´
박자 4/4, 2/4
템포 Andantino dolce con grazia
음역 A1-B6

마디 수 129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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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카논 기법으로 전개한 A부분, 동일한 선율을 다른 조성에서

전개하는 B부분과 B´부분, 동일한 선율을 음역을 다르게 제시한 C부분과

C´부분, A부분을 매우 짧게 제시하여 코다와 같은 역할을 하는 A´부분으

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부분의 구성은 <표 36>과 같다.

<표 36> 《향토 절기 시》 Op. 53 11번 <집집마다 새 옷을 만들다>의 형식 및 조

성

형식 마디 나타냄 말 조성

A m. 1-m. 24
Andantino dolce con

grazia
F오성궁조

B m. 25-m. 42 Allegro animato

F오성궁조-C궁 시스템의

G육성치조(청각 첨가)-B♭궁 시스템의

G오성우조

B´ m. 43-m. 76 Allegro animato

C오성궁조-G궁 시스템의

D육성치조(청각 첨가)-F오성궁조-D궁

시스템의 E오성상조-G궁 시스템의

D오성우조-C오성궁조

C m. 77-m. 101

C궁 시스템의 G육성치조(변궁 첨가)-

B♭궁 시스템의

C오성상조-D오성궁조-B오성궁조-E♭

궁 시스템의

C오성우조-B♭육성궁조(변궁

첨가)-F육성궁조(변궁 첨가)

C´ m. 102-m. 125
C궁 시스템의 G육성치조(변궁

첨가)-F궁 시스템의 C오성치조

A´ m. 126-m. 129
Tempo Ⅰ. dolce con

grazia
F오성궁조

A와 A´부분에서 특징적 기법으로 사용된 카논은 <악보 149>와 같은 형

태로 나타나는데, 프레이즈가 중첩되면서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 160 -

� <악보 149> 《향토 절기 시》 Op. 53 11번 <집집마다 새 옷을 만들다> 마디 1-6

B부분과 B´부분, C부분과 C´부분은 셈여림, 음역, 그리고 음계를 바꿔서

분위기를 전환하는 변주 기법을 사용했는데, F궁-C궁-B♭궁-C궁-G궁-F궁

-D궁-G궁-C궁-B♭궁-D궁-B궁-E♭궁-B♭궁-F궁-C궁-F궁으로 시스템을 자유

롭게 옮겨 다니며 빈번한 전조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공통 음을 사용한 전조를

사용하여 그 과정이 매우 매끄럽게 전개된다. 예를 들어 B부분의 25 마디에서

30 마디의 경우 ‘F-G-A-C-D’로 구성된 F오성궁조에서 ‘G-A-C-D-E-(F)’를 구

성 음으로 하는 C궁 시스템의 G육성치조로 조를 옮겨 가는데, G육성치조(청각

첨가)의 청각인 ‘F’음이 F오성궁조의 궁음이고 ‘E’음을 제외한 모든 음이 공통적

으로 두 조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이질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B´부분의

43 마디에서 48 마디의 경우에도 ‘C-D-E-G-A’로 구성된 C오성궁조에서

‘D-E-G-A-B-(C)’를 기초 음으로 진행하는 G궁 시스템의 D육성치조(청각

첨가)로 변환되는데 여기서도 ‘B’음을 제외한 모든 음이 두 조성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난다<악보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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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0> 《향토 절기 시》 Op. 53 11번 <집집마다 새 옷을 만들다>에 나타난 

전조

빈번한 전조가 이루어지는 C부분의 경우 다른 부분에 비해 상관관계가

적은 조로의 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악보 151>에서 관찰되는 바

와 같이 D오성궁조(D-E-F#-A-B)에서 B오성궁조(B-C#-D#-F#-G#)로 그

리고 E♭궁 시스템의 C오성우조(C-E♭-F-G-B♭)로 전조가 이루어지면서

음색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고 동일한 리듬패턴과 완전5도로

이루어진 선율의 병행진행 때문에 이 작품의 다른 부분들과 대조를 이루는

특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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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1> 《향토 절기 시》 Op. 53 11번 <집집마다 새 옷을 만들다> 마디 

87-90

A와 A´부분에서는 <악보 152>와 같이 오음음계 작품에서 자주 사용되

지 않는 3화음에 기초한 선율 진행이 나타나고, 작품의 맨 마지막 종지에

서도 3화음으로 끝을 맺는다. 작곡가가 3화음을 시작과 끝에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작품에 통일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악보 152> 《향토 절기 시》 Op. 53 11번 <집집마다 새 옷을 만들다> 마디 

126-129

그 외 강문예가 즐겨 사용한 2도, 4도, 5도, 8도 음정 외에 7도와 9도 음

정의 사용도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음정과 음형의 사용으로 이 곡은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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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의 다른 작품들과 차별된 음색이 만들어진다<악보 153>. 특히 이곡의

음형은 바버(Samuel Barber)의 《유람(Excursion)》Op. 20의 1번을 연상

시킨다<악보 154>.

 <악보 153> 《향토 절기 시》 Op. 53 11번 <집집마다 새 옷을 만들다> 마디 

34-36

           
<악보 154> 바버, 《유람(Excursion)》 Op. 20 1번 마디 5-8

한편, 악기 소리를 모방한 트릴, 트레몰로 패시지도 많이 사용되었으며, 강

문예가 즐겨 사용한 리듬을 통한 속도 변화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바쁘게 움

직이던 재봉틀이 서서히 멈추는 것 같은 부분도 등장한다<악보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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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보 155> 《향토 절기 시》 Op. 53 11번 <집집마다 새 옷을 만들다>마디 

40-42

그리고 다른 곡과 마찬가지로 음악의 분위기가 바뀔 때 마다 나타냄 말

과 셈여림 기호를 적절히 조합한 것도 발견된다.

12) 춘절의 사자춤(春节跳狮）

이 작품은 음력 1월 1일인 춘절에 사자춤을 추는 장면을 음악으로 담고

있다. 사자춤은 중국에서 춘절 뿐 아니라, 각종 경축 행사나 기념행사에서

단골 프로그램으로 등장하는데, 오색찬란한 폭죽이 하늘을 수놓고 북과 징

의 소리가 어우러지는 배경 속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자는 축하의 분

위기를 절정으로 몰고 간다.67)

이 곡에서 강문예는 수준 높은 테크닉을 요구하는 다양한 음형을 사용하

여 화려한 축제의 모습을 풀어내고 있는데, 중요한 음악적 특징은 아래의

<표 37>과 같다.

67) 사자춤, in Naver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25095&cid=62056
&categoryId=62056 [2020. 5. 12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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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향토 절기 시》 Op. 53 12번 <춘절의 사자춤>의 개요

구분 내용

형식
변형된 변주곡

도입부-A1-A2-경과구-B1-A3-B2-A4-A5-코다
박자 4/4, 2/4
템포 Allegro moderato, teroce
음역 A0-A7
마디 수 92마디

이 작품은 도입부-A1-A2-경과구-B1-A3-B2-A4-A5-코다의 구조로 변형

된 변주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음음계와 육음음계가 조화롭게 전개된다

<표 38>.

<표 38> 《향토 절기 시》 Op. 53 12번 <춘절의 사자춤>의 형식 및 조성

형식 마디 나타냄 말 조성

도입부 m. 1-m. 8
Allegro moderato,

teroce F오성궁조
A1 m. 9-m. 24
A2 m. 25-m. 35 quasi P iatti P iccolo

C오성궁조
경과구 m. 36-m. 42

marcato, quasi

Timpani
B1 m. 43-m. 48 poco tranquillo F궁 시스템의 G오성상조
A3 m. 49-m. 57 P iù mosso brillante G♭오성궁조

B2 m. 58-m. 66 a tempo
D궁 시스템의 F#육성각조(청각

첨가)
A4 m. 67-m. 76 subito F오성궁조

A5 m. 77-m. 88
Grandioso,

festivamente
F오성궁조, C오성궁조

코다 m. 89-m. 92 molto marcato F오성궁조

이 곡에서는 변주기법이 적용되어 11 마디부터 14 마디까지에서 제시된

주제 1이 총 5번, 그리고 43 마디부터 46 마디까지에서 나타나는 주제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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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번 나타난다. <악보 156>에서 제시된 것처럼 F오성궁조에서 제시된

주제 1은 C오성궁조-G♭오성궁조-F오성궁조로 조성을 바꿔 가며 제시되

고, 그 외 음의 추가, 음역 및 반주 형태의 변화를 통해 같은 선율이지만

매번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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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56> 《향토 절기 시》 Op. 53 12번 <춘절의 사자춤>에 나타난 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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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의 경우 오른손에서 새로운 음형이 나타나긴 하지만 마디 43에서

마디 46의 경우 왼손에서 주제 1의 선율이 확대되어 전개된 것이 발견된

다. 따라서 주제 1과 주제 2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변형되고 있음을 발

견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성의 사용에서 F궁 시스템의 G오성상조와 D궁 시

스템의 F#육성각조(청각 첨가)에서 선율을 전개하고, 셈여림과 반주 형태

도 달라 2번 반복되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악보 157>.

<악보 157> 《향토 절기 시》 Op. 53 12번 <춘절의 사자춤>에 나타난 주제 2

이 작품은 중국 전통 음계에 기초하고 있지만 복조의 특징을 나타내는

패시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악보 158>과 같이 25 마디부

터 나타나는 ‘D#’는 C오성궁조에 포함되지 않은 음이다. 그런데 ‘D#’와 감4

도 그리고 장2도의 음정 간격으로 결합된 코드는 C오성궁조에서 전개되는

주제 선율과 만나면서 매우 현대적인 음색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36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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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과구에서도 ‘A’와 ‘A♭’가 교대로 등장하면서 두 가지 조성을 오고 가

는 것이 발견된다<악보 159>.

    <악보 158> 《향토 절기 시》 Op. 53 12번 <춘절의 사자춤> 마디 25-28

� � � <악보 159> 《향토 절기 시》 Op. 53 12번 <춘절의 사자춤> 마디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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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곡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아래의 <악보 161>과 같이 ‘A-A#-B’로

구성된 코드를 제시함으로써 두 개의 조성이 함께 조합된 효과를 만들어낸

다.

<악보 160> 《향토 절기 시》 Op. 53 12번 <춘절의 사자춤> 마디 89-92

한편, 위에서 제시된 <악보 160>에서처럼 타악기적 음향을 만들어내는 비3

도 화음에 기초한 코드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quasi Timpani e

Tam-Tam, quasi P iatti P iccolo 등 악기를 직접 묘사하는 나타냄 말을 제시

함으로써 이 곡을 연주 시 그러한 악기를 상상하며 연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는 것을 강조한다<악보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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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1> 《향토 절기 시》 Op. 53 12번 <춘절의 사자춤> 마디 1-2, 마디 

25-26, 마디 37-38

또한 코드를 이용한 패시지와는 대조적으로 펼친 화음을 이용한 화려한

패시지도 등장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역시 Grandioso, festivamente라는

나타냄 말을 사용해서 축제의 분위기를 돋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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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요약

1. 민족적 요소를 적용한 강문예의 특징적 작곡 기법

1) 명승고적, 자연경관, 절기 및 전통적 풍습, 그리고 일상생

활을 소재로 사용

   

  아래의 <표 3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북경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작

곡된 《북경 만화집》 Op. 22의 경우 북경의 명승고적, 자연 경관, 그리고

북경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초점이 맞춰 작곡되었다. 그리고 12년 후에 작곡

된 《향토 절기 시》 Op. 53에는 《북경 만화집》 Op. 22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중국인들의 명절 그리고 전통적 풍습들이 담겨져 있다. 이는 12년

동안의 중국 생활을 통해 그가 중국 문화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중국의

전통적 풍습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강문예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표제를 통해 연주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된다.

 <표 39> 《북경 만화집》 Op. 22와 《향토 절기 시》 Op. 53에서 발견하는 민족적 

소재 사용의 예 

민족적 소재 《북경 만화집》 Op. 22 《향토 절기 시》 Op. 53
명승고적 1번, 2번, 3번, 5번, 8번
자연경관 6번 2번, 4번, 8번, 10번

절기 및 전통적 풍습 1번, 3번, 5번, 7번, 12번
일상생활 4번, 7번, 9번, 10번 3번, 6번, 9번,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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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 음계의 적용

 

    (1) 중국 전통 음계의 적용

 

  《북경 만화집》 Op. 22가 강문예의 중국 전통 음계에 대한 시험적 탐

구과정에서 작곡된 작품이라면, 《향토 절기 시》 Op. 53은 오랜 세월 동

안의 연구를 통해 중국 전통 음계를 활용한 작곡 기법이 무르익은 시점에

작곡된 작품이다.

아래의 <표 4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북경 만화집》 Op. 22에서는

무조가 사용된 8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곡에서 중국의 전통 음계가 사용된

것이 관찰된다. C궁 시스템, F궁 시스템, G궁 시스템, 그리고 A♭궁 시스

템에 기초한 오음음계가 사용되었으며, 7번과 10번에서는 육음음계를 적용

한 것도 발견된다.

<표 40> 《북경 만화집》 Op. 22에서 나타난 중국 전통 음계의 적용

C궁 시스템 A♭궁 시스템 F궁 시스템 G궁 시스템

1번, 2번, 4번, 5번, 6번 10번 3번, 7번, 9번, 10번 7번

4개의 궁 시스템(C궁, F궁, G궁, A♭궁)에 기초해서 작곡된 《북경 만화

집》 Op. 22와는 달리 《향토 절기 시》 Op. 53에서는 14개의 궁 시스템

에 기초한 오음음계가 사용되어 강문예가 치열하게 조성 실험을 한 것이

발견된다<표 41>. 그리고 6번, 8번, 9번, 11번, 그리고 12번에서는 변궁이

나 칭각이 첨가된 육음음계도 나타난다. 특히 《북경 만화집》 Op. 2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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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7번과 10번에서만 전조를 사용한 것에 반해, 《향토 절기 시》 Op. 53

에서는 모든 곡에서 부단한 전조가 이루어진다.

<표 41> 《향토 절기 시》 Op. 53에서 나타난 중국 전통 음계의 적용

C궁 
시스템

G궁 
시스템

D궁 
시스템

A궁 
시스템

E궁 
시스템

B궁
시스템

F#궁 
시스템

C#궁 
시스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9번,
11번,
12번

1번, 2번,
3번, 5 번,
7 번, 9번,
11번

1번, 2번,
5번, 7번,
9번,
11번,
12번

2번, 3번,
5번, 9번

3번, 7번
7번,
11번

3번,
5번

-

F궁 
시스템

B♭궁 
시스템

E♭궁 
시스템

A♭궁 
시스템

D♭궁 
시스템

G♭궁 
시스템

C♭궁 
시스템

1번, 4번,
6번, 9번,
10번,
11번,
12번

1번, 2번,
3번, 5번,
6번, 9번,
11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2번, 3번,
10번

2번, 3번,
5번, 8번

3번,
8번,
12번

8번

    (2) 일본 전통 음계의 적용

일본에서 중국으로 돌아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작곡된 《북경 만화집》

Op. 22의 2번, 4번, 9번과 10번에서는 일본의 전통 음계가 사용된 것이 발

견된다. 하지만 《향토 절기 시》 Op. 53에서는 이러한 일본 전통 음계의

사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표 42>.

<표 42> 《북경 만화집》 Op. 22에서 나타난 일본 전통 음계의 적용

류큐음계 미야꼬부시음계
A♭류큐음계 A류큐음계 D류큐음계 E미야꼬부시음계

2번 4번 9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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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전통 악기의 음향 모방

 강문예는 중국 전통 악기의 음향을 모방하는 작곡기법을 즐겨 사용하였

고, 두 곡 모두 피아노 작품이지만 마치 중국 전통 악기들의 합주를 듣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전통 악기의 음색이 잘 구현되어 있다.

강문예는 악기 소리를 모방할 때 그 악기의 음향이나 연주 기법을 고려

하며 작곡하였다. 트레몰로, 트릴, 그리고 아르페지오 음형 등의 화려한 패

시지에서는 현악기의 소리가 주로 연상된다. 그리고 타악기 소리는 반복 음

이나 옥타브 혹은 비3도 화음으로 이루어진 두터운 코드 음형이 반복적으

로 제시될 때 상상되며, 다양한 리듬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선율이나 장식음

패시지가 나타날 때 관악기 소리가 떠오른다. 그리고 음역, 셈여림 및 아티

큘레이션의 적용에 따라 현악기, 타악기, 그리고 관악기 중에서도 상상되는

악기는 달라진다.

《북경 만화집》 Op. 22와 《향토 절기 시》 Op. 53 악보를 관찰해 보

면 높은음자리표만 사용하거나, 낮은음자리표만 사용한 악보, 그리고 3줄

보표를 사용한 악보들이 <표 43>과 같이 발견된다.

<표 43> 《북경 만화집》 Op. 22와 《향토 절기 시》 Op. 53에서 음자리표의 적용

《북경 만화집》 Op. 22 《향토 절기 시》 Op. 53 

높은음자리표만

사용한 작품
4번

일시적으로

높은음자리표만 사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9번, 10번, 11번,

12번
낮은음자리표만

사용한 작품
3번

일시적으로

낮은음자리표만 사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12번
3줄 보표

사용한 작품
1번, 8번

일시적으로

3줄 보표 사용

1번, 3번, 4번, 5번, 10번,

12번



- 176 -

이러한 보표의 사용은 강문예가 악기 소리를 모방하기 위한 실험의 결과

로 보인다. 높은 금속성 악기의 소리가 연상되는 부분에서는 높은음자리표

만 사용하고, 북소리가 둥둥 울리는 것이 상상되는 부분에서는 어김없이

낮은음자리표만 사용한 보표가 등장한다. 그리고 3줄 보표가 사용된 곳에

서는 마치 3개의 악기가 합주를 하는 장면이 연상된다. 특히 2중주, 혹은

소규모 실내악단의 연주를 연상시키는 《북경 만화집》 Op. 22와 달리

《향토 절기 시》 Op. 53은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상상될 정도로 한

곡 내에서 다양한 악기 소리가 연상된다. 두 개 작품의 음역을 비교해 보

면 《북경 만화집》 Op. 22의 경우 7옥타브까지 음역을 폭넓게 사용한 곡

은 2번과 8번밖에 없는데, 《향토 절기 시》 Op. 53의 경우 10곡이 6옥타

브 이상의 음역에서 작곡되고 7옥타브 이상의 음역에서 작곡된 것이 7곡에

달한다. 이는 피아노에서 오케스트라와 같은 음향을 끌어내기 위한 강문예

의 시도가 《향토 절기 시》 Op. 53에 와서 절정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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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국 민요 선율 및 전통 기악곡의 선율 차용

   

 체레프닌의 영향을 받아 중국 민요 채집에도 관심이 많았던 강문예는 두

작품에서 민요의 선율을 차용한 곡을 포함시켰고, 《향토 절기 시》 Op.

53의 4번에서는 비파 곡의 선율을 차용해서 피아노 작품에 녹여내기도 하

였다. 다음의 글은 강문예의 민요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표 44> 《북경 만화집》 Op. 22와 《향토 절기 시》 Op. 53의 음역 비교

옥타브 
사이

2옥타브 
이내

3옥타브 
이내

4옥타브 
이내

5옥타브 
이내

6옥타브 
이내

7옥타브 
이내

《북경 

만 화 집 》 

Op. 22

4번

(G3-G#5)

3번

(F1-D4)

6번

(D2-G5),

7번

(D1-C#5)

5번

(C1-G5)

1번

(C1-E6),

9번

(F1-C7),

10번

(F1-E7)

2번(C1-E7),

8번(A0-F6)

《향토 

절기 시》 

Op. 53

8번

(D♭3 – A6)

1번

(G1-G6)

6번

(C1-F6),

10번

(C1-C7),

11번

(A1-B6)

2번(E♭1-A7),

3번(C1-F7),

4번(C1-F7),

5번(B0-G7),

7번(A0-A7),

9번(D1-G7),

12번(A0-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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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는 민요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저는 그것이 흙에

서 오는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본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의

아름다움은 작곡 기법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곡 공

부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적인 것이 채울 수 없

는 무엇인가가 음악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슈베르트의 16

개 무곡의 선율은 베르크의 규모가 큰 어떤 작품보다 마음을 움직이

게 합니다. 저는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본

능적인 본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을 잘 아는

것이 꼭 작곡을 잘 하는 것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68)

  위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음악에서 아름다운 선율의 흐름을 중시하고, 중

국의 민요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강문예는 북방 민요인 장쑤성 민

요를 《북경 만화집》 Op. 22의 9번과 10번에서 사용하였고, 남방 민요인

운남성 민요를 《향토 절기 시》 Op. 53의 2번에서 소개하였다<표 45>.

  한편, 이러한 민요를 차용하는 것 외에 중국의 전통 음악에서 즐겨 사용

되었던 ‘금감람’, ‘사탈각’, 그리고 상호 호응관계의 선율 진행 등이 적용된

68) Tzongkai Kuo〔郭宗恺〕, “Chiang Wen-Yeh: The Style of His Selected
Piano Works and A Study of Music Modernization in Japan and China,” 81.

<표 45> 《북경 만화집》 Op. 22와 《향토 절기 시》 Op. 53에서 발견하는 중국 
민요 및 기악곡의 적용

중국 민요 《북경 만화집》 Op. 22  《향토 절기 시》 Op. 53
장쑤성 민요 9번, 10번
운남성 민요 2번
비파 곡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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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선율 작곡 기법이 그의 작품에서 적용될 수 있었

던 것은 강문예의 전통 음악에 대한 심각한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었다.

2. 민족적 요소와 서양 작곡 기법의 결합

1) 서양 음악의 전조 기법의 적용

《북경 만화집》 Op. 22에서는 7번과 10번에서만 간단한 전조를 사용한

것에 반해, 《향토 절기 시》 Op. 53에서는 <표 46>에서 관찰되듯 모든

곡에서 부단한 전조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조 과정에서 강문예는 서양 음악의 전통적 전조 기법인 근친

조로의 전조, 같은 으뜸음을 이용한 전조, 그리고 나란한조로의 전조의 원

리를 적용하였다. 근친 조로의 전조는 서양 음악에서 어떤 조를 중심으로

5도 관계조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강문예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C

궁 시스템에서 G궁 시스템, 혹은 F궁 시스템에서 C궁 시스템으로 옮겨가

는 형태로 조를 바꾸었다. 같은 으뜸음을 이용한 전조는 서양 음악에서 조

<표 46> 《향토 절기 시》 Op. 53의 각 곡에서 일어난 전조 횟수 비교 

구

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횟

수
8회 19회 19회 7회 34회 24회 18회 5회 35회 9회 17회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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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다르나 음계의 으뜸음이 같은 조로의 이동을 의미하는데,

‘E-G-A-B-D’로 구성된 E오성우조가 ‘E-F#-G#-B-C’로 구성된 E오성궁조

로 옮겨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강문예는 같은 궁 시스템

에서 중심 음이 다른 조로 이동하는 전조를 즐겨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C

궁 시스템에 속한 G오성치조와 D오성상조를 사용하게 되면 동일한 궁 시

스템에 있지만 중심 음이 ‘G’음에서 ‘D’음으로 변화하여 조성의 변화를 느

낄 수 있게 해준다. 서양 음악에서 이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형태의 전조는

없지만 같은 조표를 사용한다는 원리만을 적용해보면 나란한조로의 이동과

유사한 개념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서양음악의 전조 기법을 통

해 강문예는 조성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단조로운 오

음음계 내에서 음색의 변화를 다양하게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반복되는 부

분에 동일한 조성을 의도적으로 제시하여 조성이 형식 구분을 위한 중요한

단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강문예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전조 외에

급진적 전조도 사용했는데, ‘B♭-A-D-F-G’로 구성된 B♭오성궁조에서

‘F#-A-B-C#-E’ 구성음으로 하는 A궁 시스템의 F#오성우조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유형이 그 예이다. 이러한 경우 확연한 음색의 변화가 만들어지

는데, 강문예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장치로

급격한 조성 변화를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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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음향 창출을 위한 음정 및 화음

의 적용

강문예는 중국 전통 음계에 기초한 음정들 중 2도, 4도, 5도, 그리고 8도

를 수직적으로 배열한 비3도 화음을 즐겨 사용하였다. 이러한 완전4도와 5

도 음정은 중국 전통 음악에서 흔히 사용되는 음정의 배합인데, 인상주의

작곡가들이 즐겨 사용한 화성기법이기도 하다. 강문예의 작품에서 나타나

는 비3도 화음의 형태는 <악보 162>과 같이 요약된다. a형태는 완전5도와

완전4도를 수직적으로 중첩한 것이고, b는 완전4도만을, c형태는 2개의 완

전 4도 음정을 장2도 간격으로, 그리고 d형태는 2개의 완전5도 음정을 장2

도 간격으로 겹친 화음이다.

<악보 162> 강문예의 작품에서 나타내는 화음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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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예의 작품에서는 전통 음계 외에도 현대적 음향이 두드러지는 무조

음악도 사용한 것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경우 2도, 감4도, 감5도, 감8도, 증

4도 등의 음정이 수평적 혹은 수직적으로 배열된다. 이러한 음정의 배합은

위의 <악보 164>와 같이 나타나는데, e형태는 장2도에 감5도 음정을 더하

여 형성된 화음이며, f형태는 감4도 음정에 장2도 음정을, g형태는 감8도

음정에 장2도 음정을, h형태는 증4도 음정에 감5도 음정을 중첩하여 만들

어진 화음이다. 이러한 형태의 결합은 음정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매

우 긴장된 음향이 만들어진다.

3) 전통적 선율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한 박자와 리듬의 적용

⑴ 무박자 및 변박의 적용

강문예의 작품에서는 20세기 작곡가들이 즐겨 사용한 변박자의 사용이

두드러지는데, 《북경 만화집》 Op. 22의 경우 홑박자 6곡, 변박자 3곡, 무

박자 1곡이 적용되었고, 《향토 절기 시》 Op. 53에서는 8번을 제외한 모

든 곡이 악곡 내에서 박자가 변한다. 이러한 박자 변화는 선율의 자연스러

운 흐름을 추구하기 위한 과정, 변덕스러운 감정의 표현, 혹은 프레이즈 혹

은 형식을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향토 절기 시》

Op. 53에서는 카덴차 패시지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패시지에서

는 어김없이 무박자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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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반복적 리듬 및 리듬의 확대 축소, 당김음, 헤미올라, 그리고

크로스 리듬의 적용

강문예는 당김음이나 크로스리듬의 적용을 통해 불안정한 분위기를 연출

하는 것을 즐겨 사용했고, 당김음을 사용할 때 동일한 음정을 가진 오스티나

토 리듬패턴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긴장감을 더욱 극적으로 자아내었다. 특

히 바르톡이나 프로코피에프가 즐겨 사용했던 타악기적이고 동적인 리듬패

턴을 반복하는 기법도 두드러지게 사용하여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리듬의 확대나 축소를 통해 가속하거나 늦추는 작곡기법을 즐겨 사

용했는데, 이러한 리듬의 작곡기법은 셈여림과 조합을 이뤄 다양한 악기 소

리를 모방하며 나타난다.

4) 대립적이고 상호보완적 음악 개념 및 나타냄 말의 적용

강문예의 작품에서는 동양의 음양철학에서 강조되는 대립적이지만 보완

적 관계를 가진 나타냄 말, 셈여림, 템포, 음역, 아티큘레이션의 적용이 두

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상반된 음악요소들을 조화롭게 적용하는 기법

은 악장 간의 대조를 조화롭게 이루고, 한 악장 내에서 주제 선율을 변형

시켜 흥미롭게 전개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북경 만화집》 Op. 22에서 전체 10곡의 표제를 살펴보면 연상되는 분위

기가 크게 두 가지 성격: 웅장함, 활발함/ 신비스러움, 고요함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표제의 성격에 따라 전반적인 셈여림은 f와 p로 양분된다. 템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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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서도 속도를 표시하는 지시어 외에 그 성격을 뒷받침해주는 지시어들:

grandioso, con moto fantasia, maestoso, pastorale, scherzando, rustico,

misterioso, feroce등이 첨가되어있는데, 제시된 지시어만 보고도 대조적인 작

품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연상된다. 그리고 작품을 배치할 때도 음양의

조화를 이루듯 정적인 악장과 동적인 악장이 번갈아 가며 조화롭게 배치되

어 있다.

《향토 절기 시》 Op. 53에서도 이러한 대조적 분위기를 끌어내는 장치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북경 만화집》 Op. 22에서처럼 악장간의 배치에서도

대조적인 성격이 나타나지만, 한 곡 내에서도 빠르고 느린 템포를 번갈아가

면서 제시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템포의 변화로 인해 각 곡

은 여러 개의 악장이 한 곡 안에 혼합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또한 흥

겨운 분위기를 묘사할 때는 festivamente, martellato, poco più mosso,

agitato, strepito, appasionato 등의 지시어를 사용하고, 서정적인 선율이 제

시될 때는 Poco tranquillo, dolce grazioso, a piacere등의 나타냄 말을 사

용하여 분위기의 대조를 꾀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나타냄 말을 사용

하여 세밀하게 분위기를 묘사한 것도 《향토 절기 시》 Op. 53에 나타난 두

드러진 특징 중 하나이다.

5) 다양한 형식의 적용

아래의 <표 47>과 같이 《북경 만화집》 Op. 22에서는 선율 변주 기법

이 통작 형식, 2부분형식, 3부분 형식 등 단순한 구조에 바탕을 두고 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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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된다. 하지만 《향토 절기 시》 Op. 53에는 다양한 형식의 실험이 이

루어져 통작 형식, 복합 2부 형식, 복합 3부 형식, 소나타 형식, 변형된 변

주곡 형식, 보겐포름 형식, 그리고 변주 기법을 적용한 변형된 론도 형식

등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같은 2부분 형식이어도 《향토 절기 시》 Op. 53

에서는 작품의 규모가 방대해져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그리고 변주곡의 형태가 아니어도 주제 변형 기법을 통해 악곡에 통일감

을 부여하곤 했는데, 이를 위해 조성의 변화, 나타냄 말의 변화, 리듬의 변

형 및 확대 축소, 반주 음형의 변화, 텍스추어의 변화, 차별된 음역의 적용,

셈여림과 아티큘레이션의 변화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표 47> 《북경 만화집》 Op. 22와 《향토 절기 시》 Op. 53에서 사용한 형식 비교

형식 구분 《북경 만화집》 Op. 22 《향토 절기 시》 Op. 53

통작 형식

1번, 3번,

5번, 6번,

7번, 8번

2부분 형식
2번, 4번,

10번
복합 2부 형식 3번, 4번, 5번, 7번
3부분 형식 9번
복합 3부 형식 8번, 10번, 11번
소나타 형식 1번

변형된 변주곡 형식 12번
보겐포름 2번, 6번

변주 기법을 적용한

변형된 론도 형식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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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민족적 요소와 서양 작곡 기법을 융합하여 그만의 독창적 예술세계를 펼

쳐낸 중국 작곡가 강문예는 중국 근·현대음악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

다. 《북경 만화집》 Op. 22는 한 폭의 그림과 같이 음악을 통해 북경의

명승고적과 풍경, 서민들의 일상을 고스란히 떠오르게 만들며 중급 수준의

학생들이 피아노 연주를 통해 중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그리

고 《향토 절기 시》 Op. 53은 장편 소설을 전개하듯 중국의 사계절과 절

기 및 전통적 풍습을 음악으로 소개한 곡으로, 높은 테크닉을 요구하는 고

급 수준의 작품이다.

이렇게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의 작곡가, 강문예가 서양 작곡

기법을 적용해 민족적 요소가 잘 드러나는 피아노곡을 작곡했다는 것을 발

견한 것은 본 연구의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다. 특히 1938년에 작곡된

《북경 만화집》 Op. 22 10개의 작품과 1950년에 작곡된 《향토 절기 시》

Op. 53 12개의 작품을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강문예가 중국의 민족적 특징을 음악에 담아내는 능력

이 놀랄 만큼 성숙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V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민족적 요소를 적용한 강문예의 특징적 작곡

기법은 1) 명승고적, 자연경관, 절기 및 전통적 풍습, 그리고 중국인들의

일상생활 등을 소재로 사용한 것, 2) 중국 전통 음계의 적용, 3) 중국 전통

악기의 음향 모방, 4) 중국 민요 선율 및 전통 기악곡의 선율 차용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민족적 요소들은 서양 작곡 기법과의 결합을 통해 동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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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를 지닌 동시에 현대적 음향을 가진 작품으로 탄생되었다. 이를 위해

강문예가 적용한 두드러진 작곡 기법은 1) 서양 음악의 전조 기법을 전통

음계의 전조 과정에 적용, 2)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음향 창출을 위한

음계, 음정 및 화음의 사용, 3) 전통적 선율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한 박자

와 리듬의 적용, 4) 대립적이면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진 셈여림, 템포,

음역, 그리고 아티큘레이션의 적용, 5) 한 악장 내에서 주제 선율을 변형시

켜 발전시키는 주제 변형 기법의 적용, 6) 서양 음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형식의 적용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토대로 1938년부터 1950년까지 12년 동안 강문예의

작곡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

변화는 일본 음악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것이고, 두 번째 변화는 오음음계

의 단순한 적용을 벗어나 서양 작곡 기법과 중국 전통 음계를 융합한 그만

의 작곡 기법을 갖게 된 것이다. 이는 그 당시 중국 현대 작곡가들 사이에

서 유일무이한 것이었으며,69) 중국의 민족적 요소를 알기 위한 강문예의

노력의 결실로 다다른 결과였다. 그의 작품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 그

리고 민족적 스타일과 서양 작곡 기법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한 열정의 산

물이었다.

두 작품 모두 강문예의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의 민족적 요소

와 서양 작곡 기법을 결합한 강문예의 창작 의도가 강조되어 있다. 《북경

만화집》 Op. 22는 간결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완성도가 높으며, 《향토

절기 시》 Op. 53은 화려함과 서정성이 공존하는 연주효과가 높은 곡이다.

69) Tingge Wei〔魏庭阁〕, “Changes in the Style of Chiang Wen-Yeh’s Piano Works,”
The New Vioce of Yue-Fu 2 (199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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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작곡가로서 서양과 동양의 음악적 특징을 융합하여 민족적 정서가 두

드러지는 작곡 세계를 구축한 강문예의 업적은 중국 피아노 음악사에서도

매우 가치 있게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북경 만화집》 Op. 22와 《향토

절기 시》 Op. 53분석을 통해 중국의 민족적 정서와 전통을 드러내는 피아

노 음악이 어떻게 창작되었는가를 연구한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새로운

레퍼토리를 탐색하는 연주자들뿐만 아니라, 민족적 요소와 서양 작곡 기법

의 결합을 통한 작품 창작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제공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치적 소용돌이를 겪으며 작곡가로서 제한된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강문예의 작품들은 그의 사후 재조명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현재까지 꾸준히

알려지고 있고, 그의 작품이 유튜브나 음반을 통해 소개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향토 절기 시》 Op. 53의 전곡 연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움으로 남았다. 앞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강문예의 작품

이 보다 널리 알려져 연주를 통해서도 강문예의 작품을 자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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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mbination of National Elements and

the Western Composition Techniques found

in Chiang, Wen-Yeh’s

<Beijing Myriorama> Op. 22 and

<Poem of Folk Festival> Op. 53

Wanshu Luo

Chiang, Wen-Yeh(1910-1983) was a Chinese composer that unfolded

his original world of arts based on the fusion of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Western composition technique—both of which had huge impacts on

the development of modern and contemporary Chinese music. He wrote

<Beijing Myriorama> Op. 22, which is a collection of ten works about

scenic spots, places of historic interest, and landscapes in Beijing. In 1938,

he moved from Japan to China and had a turning point in his creative life.

He composed in a way that students at the intermediate level could play

his piece on the piano and experience the Chinese culture. For this

reason, <Beijing Myriorama> Op. 22 is considered to be of high

educational value. In 1950, at the peak of his career, Chiang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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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lve Poems on Folk Festival> Op. 53, which depicts the landscapes

of China throughout 12 months of the year. It is about the four seasons

and traditional customs of China and a high-level work requiring advanced

techniques. The 12-year interval between these two works is meaningful in

that their comparison helps to understand how his composition techniques

developed and matured as he devoted his entire life to the fusion of

China's national elements and Western composition techniques. This study

thus sets out to analyze <Beijing Myriorama> Op. 22 and <Twelve

Poems On Folk Festival> Op. 53 by of feringa chance to shed light on

Chiang as a composer and examining the following factors: how

differentiated he was in the command of nation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works of different levels of difficulty, and how Chinese

characteristics melted into Western composition techniques. The findings

show that he used his own characteristic composition techniques by

applying the following national elements: 1) he found his materials in

scenic spots and places of historic interest, the four seasons, traditional

customs, and daily lives of Chinese people; 2) he used the traditional

scales of China and Japan; 3) he mimicked the sound of traditional

Chinese instruments; and 4) he borrowed melodies from Chinese folk

songs and traditional instrumental music. The harmonious application of

these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Western composition techniques gave

birth to his works of modern sound as well as East Asian colors. For

this purpose, he applied many composition techniques, which includ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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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prominent ones: 1) he applied the modulation technique of

Western music to the modulation process of traditional scales; 2) he

used scales, tunes, and chords to create sound encompassing both

traditional and modern elements; 3) he applied beats and rhythms for

the effective expression of traditional melodies; 4) he applied dynamics,

tempo, range, and articulation with confronting and complementing

relations; 5) he applied the technique of theme change to alter and

develop the theme melodies within a movement; and 6) he applied

various forms used in Western music. The findings of the study will

hopefully serve as useful materials for researchers interested in the

creation of works based on the fusion of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Western composition techniques as well as players in search of a new

repertoire.

Keywords

Chiang Wen-Yeh, <Beijing Myriorama> Op. 22, <Twelve Poems On Folk

Festival> Op. 53, National elements, Western compositio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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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강문예 피아노 작품 목록 70)

연도 작품명
1934 대만 무곡 (台湾舞曲) Op. 1
1934 백로의 환상 (白鹭的幻想) Op. 2
1935 작은 소묘 (小素描) Op. 3a71)

1936 발라드 (叙事曲) Op. 3b

1935

5개의 소묘 (五首素描) Op. 4a

1. 산에 있는 한쪽 다리를 가진 허수아비

(山田中的独脚稻草人)

2. 집 뒤의 들판

(屋后的田野)

3. 반딧불 춤

(萤火之舞)

4. 골목길에서

(在小巷)

5. 돛을 활짝 펴다

(满帆)
1935 모음곡: 5월 (组曲： 五月)
?72) 3개의 샤먼 모음곡 (组曲： 三首厦门歌曲) Op. 4b
1936 인형극 (木偶戏)
1936 3개의 무곡 (三舞曲) Op. 7
1936 단장 소품 (断章小品) Op. 8
1936 한 사람과 여섯 사람 (一人与六人) Op. 12a
1936? 컨트리 무곡 (乡村舞曲) Op. 12b
1936? 피아노 소나타: 만돌린 (钢琴奏鸣曲： 曼陀铃) Op. 13
1936 피아노 협주곡 제 1번 (第一钢琴协奏曲) Op. 16
1936? 피아노 소나타 제 1번 (第一钢琴奏鸣曲) Op. 19
1936? 소나티네 제 1번 (第一小奏鸣曲) Op. 21(32?)

70) 강문예의 피아노 작품목록은 중앙음악학원에서 출판된 Chiang Wen-Yeh’s piano wor
k，2005； Jingzhi Liu〔刘静芝〕， “Chiang Wen-Yeh’s Music Catalogue，”，192-21
2； Tziming Yang， “Selected Solo Piano Works of Taiwanese Composers,” 2002；
Hongyu Liao〔廖红宇〕， “The Application of Sino-Japanese Traditional Music in
Chiang Wen-Yeh’s Piano Music，” 2003; Tzongkai Kuo〔郭宗恺〕, “Chiang
Wen-Yeh: The Style of His Selected Piano Works and a Study of Music
Modernization in Japan and China,” 1987에 수록된 작품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71) Op. 3, Op. 4, 그리고 Op. 39의 경우 작품명과 출판년도가 연구자에 따라 조금
씩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작품 번호에 a, b, c로 구별하여 표기하였다.

72) 《3개의 샤먼 모음곡》과 《중급 학생을 위한 소나타》의 경우 창작한 년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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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북경 만화집 (北京万华集) Op. 22

1. 천안문

(天安门)

2. 자금성하

(紫禁城下)

3. 자야, 사직단에서

(子夜，在社稷坛上)

4. 어릿광대

(小丑)

5. 용비

(龙碑)

6. 유서

(柳絮)

7. 멀리서 들리는 소고 소리

(小鼓儿，远远地响)

8. 라마 사원에서

(在喇嘛庙)

9. 제 1낫 무곡

(第一镰刀舞曲)

10. 제 2낫 무곡

(第二镰刀舞曲)
1940 소나티네 (小奏鸣曲) Op. 31
1943 발라드: 심양월야 (叙事曲： 浔阳月夜) Op. 39a
1945 피아노 소나타 제 3번: 강남 풍광 (第三钢琴奏鸣曲： 江南风光) Op. 39b
1948 랩소디 소나타 (拉索迪亚奏鸣曲) Op. 39c
1948 모음곡: 스미스 부부에 대한 기억 (组曲： 对斯密斯夫妇的房子深刻的印象)
1948 샤먼 어부 무곡 (厦门渔夫舞曲)

1947-49

중국 풍토 시 (中国风土诗) Op. 51
1. 초여름 목가

(初夏牧歌)

2. 버드나무와 봄 바람의 속삭임

(柳树与春风的低语)

3. 강변의 북소리

(江边鼓声)

4. 아름다운 밤

(美丽的夜晚)

선행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아 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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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을 야곡

(秋日夜曲)
1949 피아노 소나타 제 4번: 카니발 (第四钢琴奏鸣曲： 狂欢节) Op. 54

1950

1. 대보름 등불축제

(元宵花灯）

2.양춘기사

(阳春即事)

3. 답청

(踏青)

4. 초여름야곡

(初夏夜曲)

5. 굴원을 애도하는 단오절 용선경기

(端午节赛龙悼屈原)

6. 열매가 가득한 과수원

(瓜熟满园圃)

7. 칠석 은하

(七夕银河)

8.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들녘

(秋天的田野沉醉在金黄谷穗里)

9. 풍년을 축하하며

(庆丰收)

10. 만추야곡

(晚秋夜曲)

11. 집집마다 새 옷을 만들다

（家家户户做新衣）

12. 춘절의 사자춤

(春节跳狮)
1951 카프리치오: 어부의 뱃노래 (绮想曲： 渔夫船歌) Op. 56
1951 피아노 소나타: 축하 곡 (钢琴奏鸣曲： 典乐) Op. 52
1952 소나티네: 행복한 어린 시절 (小奏鸣曲： 幸福的童年)
? 중급 학생을 위한 소나타 (为中级学生作的奏鸣曲) Op. 110
1952 어린이 피아노곡 교본 (儿童钢琴教本) Op. 111
1953 두보 찬가 (杜甫赞歌) O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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