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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André Jolivet의

<Concerto Pour Percussion>

에 관한 분석 및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음악과 타악기 전공

기 현 정

20세기 프랑스의 주요 작곡가 중 하나인 앙드레 졸리베(André

Jolivet, 1905-1974)는 이 시기 프랑스 음악을 대변하는 ‘젊은 프랑스’(La

Jeune Français)의 핵심 멤버이기도 하다. 그는 전위음악의 시조라고 불

리는 스승 바레즈(Edgar Varése, 1885-1965)에게 영향을 받아 프랑스 인

상주의와 음향음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음소재 및 혁신적 리듬 등을 통

하여 독특하고도 신비스러운 작품들을 많이 작곡하였다. 무엇보다도 타악

기 본연의 특성들을 잘 표현한 그의 몇몇 작품은 그가 추구했던 원시적이

면서도 주술적인 음악 색깔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타악기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이르기까지 졸리베를 포함한

많은 현대음악 작곡가들에게 각광받는 악기 중 하나였다. 이 악기의 종류

가 다양하고 그 음색 또한 다채롭고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연주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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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분석 등을 다룬 타악기 문헌자료들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프랑스 현대 작곡가 졸리베의 작품 <타악기를 위한 협주

곡>(Concerto Pour Percussion, 1958)을 분석한 것으로, 필자는 먼저 졸리

베가 살았던 20세기 유럽과 프랑스의 시대적, 음악적 상황에 대해 살펴보

고, 이러한 배경에서 활동하였던 졸리베의 작품경향을 고찰하였다. 또한

각 악장에서 사용된 타악기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더하여 주법 및 음색

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작품을 분석한 결과, 졸리베는 이 곡 전반에서 안정감 있고 짜임새

있는 구성을 토대로 다양한 타악기의 음색과 리듬 분할을 통한 역동적 표

현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졸리베 자신의 음향에 대한 관심과 원시적

음악양식을 이 작품을 통해 잘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앙드레 졸리베, <타악기를 위한 협주곡>, 원시적 음악, 20세

기 프랑스 음악, 젊은 프랑스

학번 : 2010-2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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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새로운 기법과 미학이 만나 혁신적인 음악을 만들어내었던 20세기

음악은 다양성을 지니기에 충분하다. 당시의 사회는 전쟁과 급속한 산업

화의 결과로 대공황, 파업, 인플레이션, 시민전쟁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

였고,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을 토대로 새로운

주의(ism)나 성향(alities)을 끊임없이 만들어 격동의 시기를 가져오게 하

였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야

하는 음악가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

다.1) 20세기는 격동적이고 활기 넘치는 시기인 만큼, 이 시기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동시대

의 음악적 현상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었다.

현대음악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악기를 꼽으라면 단연, 타악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로 들어서면서 재즈나 전자음악, 전통적인 클래

식 등의 다양한 양식들에 차별을 두기위해 새롭게 생겨난 리듬의 작곡법

을 통하여 타악기는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

이 아닐 것이다. 창조성과 다양성이 허용되는 만큼 타악기는 반주악기가

아닌 독창적인 악기로서 작품 속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앙상블

이나 독주 작품 등에서 단독으로 빛을 낼 수 있는 가장 현대적인 악기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 작곡가 앙드레

졸리베는 서양음악사에서 타악기가 얼마만큼 매력적인 악기이며 독주악기

로서도 손색없을 만함을 알게 해준 인물 중 하나였다.

본 논문은 졸리베가 살았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럽과 프랑스의

전반적인 시대적 상황과 음악적 배경을 개관하고 졸리베의 생애와 업적,

그의 작품경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내용을 토대로 그의 말

년인 1958년에 완성한 <타악기를 위한 협주곡>(Concerto pour

percussion)을 분석할 것이다. 작품 분석에 앞서 각 악장에서 사용된 타악

1) 홍세원, 『서양음악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pp.5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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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들의 분류와 주법을 이해한 후, 전체적인 작품의 구성 및 악장별로 심

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하여 졸리베의 모험

적이고 실험적인 이 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20세기 작곡가 졸리베의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발견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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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20세기 음악과 앙드레 졸리베(André Jolivet)

1.1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및 프랑스의 음악적 배경2)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유럽 사회는 정치적 변동에 휩

쓸리게 된다. 이 당시 유럽의 음악계에서는 신음악3) 작곡가들 사이의 세

대교체가 이루어졌는데 20세기 초반의 주요한 음악적 경향이라면 신음악

을 이끄는 이러한 1세대와 2세대, 두 세대의 작곡가들이 공존하며 활동하

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932년 이후 신음악은 세계적 공황과

실업난의 여파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의 여파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열망과 욕구가

가득했다. 이 때 작곡된 작품들에서 타악기의 쓰임을 많이 찾아볼 수 있

는데, 타악기는 당시 박탈당한 자유의 비통함과 억압을 가장 잘 나타내기

에 효과적이었으며, 타악기의 원초적인 음색은 전쟁 후 많은 곡들에 쓰여

졌다.

이후 12년간 나치정부의 억압체계와 6년간의 2차 대전이 끝나던

1945년은 역사의 새 장을 여는 작품시기로 불린다. 이 당시 활동하던 작

곡가들은 0(zero)에서의 시작을 모토로, 전통을 탈피한 미지의 영역을 개

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독일에서는 2차 대전 이전에 아방가르드 음

악이 부활되었다. 그 결과 음악자체에서 아방가르드적 경향들이 많이 나

타났고 음렬음악에 대환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로써 1950년대의 가장 중

2) 홍세원, 위의 책. 김승일, 『문화사로부터 접근하는 서양음악사』, (서울: 예일출판사, 2006).

David McCleery, 『클래식- 현대음악과의 만남』, (서울: 포노, 2012). 참고

3) 제1차 세계대전 후 한시기(1920∼30년)의 음악 운동을 개괄적으로 가리키는 개념이다. 반(反)낭만

적이며, 종래의 법칙을 버리고,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경향을 띠기 때문에 아르스 노바, 누오베

무지케에 비교해서 말한다. 삼호뮤직편집부,『파퓰러음악용어사전』, (서울: 삼호뮤직, 2002)., 삼

호뮤직편집부,『클래식음악용어사전』, (서울: 삼호출판사, 20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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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식으로 꼽히는 총렬음악4)이 등장하게 되었다. 총렬음악은 우연성 음

악, 전자음악 및 컴퓨터음악, 1960년대 음향음악을 탄생시켰다. 이 당시의

음악은 동양문화수용, 유럽외적음악과 문화의 영향을 통해 이전의 전통적

기법을 벗어나는 형식구조를 띄고 있다.5)

한편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여파가 유럽 전역에 여전히 남아 있

었지만, 프랑스의 음악계는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지속해 갔다. 당시 프랑

스 음악계는 두 개의 중요한 작곡가 그룹들, 즉 ‘프랑스 6인조’(Groupe

des Six)와 ‘젊은 프랑스’(La Jeune France)가 주도해나갔다. 먼저 ‘프랑스

6인조’는 시인 장 콕토(Jean Cocteau, 1889-1963)의 <수탉과 어릿광

대>(Le coq et l'Arlequin, 1918)책에서 영향을 받은 작곡가들이 반향을

일으키면서 탄생하게 되었다. 이 때 ‘6인조’라는 말은 앙리 콜레(Henri

Collet 1885-1951)가 한 잡지에 쓴 “러시아 5인조, 프랑스 6인조와 사티”

라는 글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에릭 사티(Eric Satie, 1866-1925)의 영향

을 받은 여섯 명의 청년 작곡가들, 즉 다리우스 미요(Darius Milhaud,

1892-1974), 아르튀르 오네게르(Arthur Honegger, 1892-1955), 프란시스

뿔랑(Francis Poulenc, 1899-1963), 루이 뒤레(Louis Durey, 1888-1979),

유일한 여성 작곡가인 제르맹 타유페르(Germaine Tailleferre, 1892-1983),

조르주 오릭(Georges Auric, 1899-1983)이 멤버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바

그너(Wilhelm Richard Wagner, 1813-1883)의 과장된 후기낭만주의, 드뷔

시(Achille-Claude Debussy, 1862-1918)의 애매모호한 인상주의 음악이

한결 같이 솔직하지 않고, 냉철하지 못하며, 재치와 현대적 감각도 결여되

어 있다고 믿었다. 반면 전쟁의 참상과 낭만주의 쇠퇴에 대해 사티는 재

치와 풍자를 사용하는 역설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들은 이러한 사티의

4) 음의 높이와 길이, 세기와 음색 등 추상적인 척도를 중시해 12음 기법의 음렬 열거 방법을 응용

해 음악을 만드는 것 곡을 쓰거나 분석하는 기법의 하나로, 음고·음세기·리듬과 같은 음악적 요

소들을 어떤 음렬에 따라 음렬이 반복될 때까지 한 번씩 순서대로 쓰는 음악 기법을 말한다. 이

는 베베른의 음악어법을 발전시켰다.

오희숙, 『20세기 음악』, (서울: 심설당, 2004). p.120.

5) 오희숙, 위의 책,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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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좋은 모델로 삼았다.

‘프랑스6인조’는 무엇보다도 청중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들은 명료하고 산뜻한 짜임새, 구시대의 진부

함 청산, 새 시대에 대한 좌절감과 불만표출, 그리고 프랑스 전통음악으로

의 복귀를 추구하였으며 민요에서는 복조성(Polytonality) 기법을 사용하

였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오래가지 못했다.6)

한편 1936년에는 6인조와 동시대의 활동한 작곡가들인 이브 보드리

에(Yves Baudrier 1906-1988), 올리비에 메시앙(Olivier Messiaen

1908-1992), 앙드레 졸리베(André Jolivet, 1905-1974), 다니엘 르쉬외르

(Daniel Lesueur 1908- )가 결합하여 ‘젊은 프랑스’ 결성하게 된다. 이들은

20년 전 ‘프랑스 6인조’가 장 콕토에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지만, ‘프랑스

문화 속에 들어있는 타국의 영향, 그리고 다른 나라와 다른 프랑스의 음

악 양식에서부터 이러한 “이국적 정취”가 표현되어야 한다’는 장 콕토의

생각을 그대로 담아내는 작곡가는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젊은 프

랑스’는 1935년 ‘라 스피라르’(La Spirale)라는 아방가르드 실내악 협회에

서 시작된다. 이 협회는 동시대 현대음악을 장려하고, 프랑스 작품 뿐 아

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의 작품도 무대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년

후 이 협회의 회원들이 ‘젊은 프랑스’라는 그룹으로 다시 활동하게 되고,

그들은 실내악 협회와 다르게 프랑스 오케스트라 작품 연주에만 주력하였

다. 이들의 콘서트가 계속해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프랑스 6인조의 미요,

오네게르, 타이유페르, 오릭이 ‘젊은 프랑스’에 가입하였고 이후, 메시앙의

제자였던 불레즈(Pierre, Boulez 1925- ) 또한 함께 활동하게 되었다.

‘젊은 프랑스’는 혁명적이면서 자유롭고 살아있는 음악, 자기 표현적

인 음악, 인간적인 것으로의 복귀, 즉 휴머니즘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다.

1936년 첫 콘서트에서 이들은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세상 속에서 영적

가치와 인간적 특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명을 발표해 큰 화제를 불러일

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반향은 20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프랑스 음악의

6) 이석원, 『현대사회 현대문화 현대음악』, (서울: 심설당, 2010.), pp.1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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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에 대한 불만족의 표출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신고전주의의 과거 지

향적 속성을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특히 스트라빈스키의 신고전주의적 작

품을 강하게 비판하였다.7)

이들의 활동은 2차 대전으로 인해 오래 유지될 수는 없었으나 그들

의 이름과 활동, 음악은 이후 프랑스 음악에서 계속 확장되어져갔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20세기 프랑스 음악계는 이 두 그룹을 통해서 이끌어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프랑스’의 멤버였던 졸리베 역시 그룹

안에서 자신의 음악세계를 확립하고 자신만의 색깔을 찾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7) Leslie A Sprout, “Music for a "new era": Composers and national identity in France, 1936—

1946”, (Ph.D.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00), 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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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졸리베의 생애 및 작품경향8)

작곡가 앙드레 졸리베는 화가 겸 극장 무대 감독이었던 아버지와 아

마추어 피아니스트인 어머니 사이에서 1905년 8월 8일 파리에서 태어났

다. 졸리베는 어머니로부터 음악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모의 영향

은 그의 예술적 자질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 그는 13세 때 자작시 로

망스 바바레에 첫 곡을 쓰고, 15세 때는 발레음악을 작곡하며 어린 시절

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1919년 졸리베는 파들루(Pasdeloup) 콘서트에서 드뷔시, 라벨, 뒤카

의 음악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 작품들은 그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그는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의 음악에서 영향을 받았다.

1927년에는 그는 쇤베르크(Arnold Schoenberg, 1874-1951)의 파리방

문을 기념하여 열린 연주회에서 <달에 홀린 삐에로>(Pierrot lunaire

Op.21, 1912)를 통해 무조음악에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무조음악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1년 뒤 폴 르 플렘(Paul le Flem, 1881-1951)9)에게

본격적으로 작곡을 배우기 시작했다.

1929년, 에드가 바레즈(Edgar Varése, 1885-1965)의 <아메리

카>(Amérique)에서 졸리베는 타악기로 지배된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힘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때 그는 스승인 플렘의 소개로 바레즈를

만나 이후 그의 유일한 유럽인 제자가 되었으며, 바레즈에게 혁신적인 음

향 기법, 무엇보다도 타악기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오케스트레이션을

학습했다. 바레즈의 영향은 졸리베의 실험적인 사운드 덩어리, 음향음악,

오케스트레이션, 무조음악10) 기법을 형성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1930

년대에 들어서는 바레즈뿐만 아니라 그의 초기 작품에 속하는 ‘현악 사중

주’(String Quartet, 1934)와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안단테’(Andante

and adagio for strings, 1934)에서 바르톡, 쇤베르크, 베르크 기법이 녹아

8) Grove Music Dictionary, ‘Andre Jolivet’ 항목 참고.

9) ‘쎙제르베’(St. Gervais) 합창단의 지휘자로 활동하였다.

10) 여기서 음렬음악은 졸리베의 무조음악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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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바레즈는 미국에서 돌아와 졸리베에게 6개의 사물11)을 전해주

었는데, 졸리베는 이들 각각을 하나의 주술적인 대상으로 설정하여 6개의

피아노 소품곡인 <마나>(Mana, 1935)12)를 작곡하였다. 이 곡으로 그의

마술적, 주술적 작품시기가 시작된다.

또한 그는 독주 플루트를 위한 <다섯 개의 마술>(Cinq incantation,

1936), <다섯 개의 의식무> (cinq Dances rituelles, 1939)에서는 삶의 순

환과 수확에 초점을 맞췄다. 그의 이전의 음악들에서는 주로 유동적인 리

듬을 구사했다면,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당김음이나 붓점 리듬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또한 불협화음과 반음 낮춘 음정들을 활용하였고, 의식적인 것

에 초점을 맞추어 주문적인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졸리베는 아프리

카나 동아시아의 전통에서도 많은 영감을 얻었는데, 의식행위, 마술에 대

한 관심을 이러한 타문화권 지역을 통해 찾기도 하였다.

앞 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1935년 졸리베는 메시앙, 르쉬외르와 함

께 아방가르드한 예술을 추구하는 현대 실내악 협회인 ‘라 스피라르’ (La

spirale)를 창립한다. 후에 1936년에는 이브 보드리에(Yves Baudrier

1906-1988)까지 가세해 ‘젊은 프랑스’ (La Jeune France)를 결성하게 되는

데 이들은 스트라빈스키의 신고전주의, 사티, 프랑스6인조, 유럽의 실험주

의를 거부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그들의 활동은 제한되었지만, 이

시기에 군 복무 중이었던 졸리베는 전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의 교

감에 대해 감명을 받게 되면서, 초기의 혁신적 양식보다 더 단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주는 음악을 만

들게 된다. 그는 무조성을 버리고, 음악의 ‘침략(긴장) 그리고 완화’ 그리

고 서정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는 조성 및 선법의 사용, 반복적인 리듬,

5음 음계 글리산도, 트라이톤(tritone)의 사용 등으로 나타난다.

11) 꼭두각시인형(a puppet), 마법의 새(a magic bird), 발리공주의 조각상(a statue of a Balinese

princess), 염소(a goat), 소와 칼더의 날개달린 말 조각상(cow and winged horse sculpted by

Calder)

12) ‘마나’(Mana)란 원시인들이 특별히 숭배하는 ‘존재를 영속시키는 힘’을 의미한다.



- 9 -

한편 그는 주술적인 것에도 지속적으로 몰두하면서, 서정적인 작곡

양식과 함께 그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과 그의 초기 실험적인 기법을 혼

합(퓨전)하는 기법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러한 양식의 작품들로는 <병

사의 세 가지 불만>(Les trois complaintes soldàt, 1941), 오페라 <돌로

레>(Dolores, 1942), 발레음악 <귀놀과 팡도르>(Guignol et Pandore,

1943), <은밀한 시>(Poems intimes, 1944)등이 있다.13)

1945년 졸리베는 저술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는 Assez

Stravinsky라는 책에서 ‘진정한 프랑스 음악은 스트라빈스키로부터 어떠

한 영향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스트라빈스키를 비판한다. 이에

‘프랑스6인조’의 멤버인 뿔랑이 스트라빈스키를 옹호하면서 졸리베의 주장

을 반박하였고, 이에 졸리베는 뿔랑의 주장에 재반박하면서 대립하게 된

다. 이러한 저술활동을 통해 그는 자신의 음악적 이상과 철학을 더욱 곤

고히 하게 된다. 이는 곧 ‘음악의 진정한 고대의 의미’에 대한 재발견이며,

“옛날 음악은 인간의 신앙심의 신비적인 표현방법이었다. 나는 나의 음악

을 또 다시 그 방식으로 되돌리고 싶다.”는 새로운 휴머니즘에 대한 선언

이었다. 졸리베는 새로운 휴머니즘은 옛 시대의 음악, 그리고 인간 집단의

종교성, 마술적, 주문(呪文)적인 표현에 의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14)

저술활동과 함께 1945년부터 1959년까지 졸리베는 ‘코메디 프랑세즈’

(Comédi-Française)의 음악감독으로 재직하면서 극음악15) 및 이국주의

전통을 지속하는 작품들을 만들었다. 중동아시아 및 동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여러 곳의 잦은 여행을 통하여 이국적인 것에 대한 영감을 얻었

으며, 이집트어, 힌두어, 중국어, 그리스어로 된 종교적인 텍스트를 기반으

로 한 의식(ritual)적 작품에도 큰 관심을 보였고 비제, 드뷔시, 라벨, 메시

앙에 의해 확립된 프랑스 이국주의적 전통을 이어가기도 하였다.

생애 말년에는 프랑스(자국) 문화에 집중하였는데, 이는 그의 오라토

13) 김하나, “André Jolivet의 <Chant de Linos>에 대한 분석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2008), p.4.

14) 김하나, 위의 논문, p.4.

15) 몰리에르, 라신, 소포클레스, 셰익스피어와 끌로델 등의 작품에 붙인 총 14개의 작품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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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 <쟌느의 진실>(La vérité de Jeanne, 1956)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작품은 잔 다르크(Jeanne d'Arc 1412-1431)의 15세기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였고, Domrémy의 500주년 기념으로 연주되었다. 그의 오케스트라 작품

인 <웅장한 연인>(Les amants magnifiques, 1961) 역시 몰리에르와 륄리

라는 프랑스 과거에 대한 경의를 보여주고 있다. 졸리베는 바로크의 춤

형식, 그라운드 베이스와 하프시코드 등에서 프랑스 전통에 대한 흔적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타악기의 사용16) 및 글리산도, 하모닉스 등의 기법

을 통해 그의 독자적 개성을 보여주었다. 즉 전통과 개혁의 종합적 양식

을 완성시킨 것이다.

졸리베는 1959년 엑성프로방스(Aix-en-Provance)에 ‘프랑스 뮤지컬

문학 연구 센터’(Centre Francais d'Humanisme Musical)를 세웠고, 또

1961년부터 파리음악원의 교수가 되어 작곡을 가르치면서 메시앙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지속해 나갔다.

1974년 12월 20일, 오페라 <알 수 없는 군인>(Le soldat insonnu,)

을 미완성으로 남긴 채 그는 심장마비로 파리에서 사망했다.

16) 그가 중요시 했던 타악기가 큰 역할을 담당하는 작품으로는 ‘교향곡 제2번’(1959), ‘6명의 타악기

를 위한 <의식>’(Ceremonial, 1968)이 있으며 이는 바레즈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고, 이 외에도

1958년에 작곡한 ‘타악기를 위한 협주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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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졸리베의 음악세계 : 새로운 음향 및 원시적 음악의

추구

20세기에 들어 개별적인 음보다는 새롭고 다양한 음색, 음향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이러한 관심은 당시 시대상의 반영, 또는 새롭고 진보적

인 예술의 추구 등을 모토로 하는 20세기 여러 예술사조들의 목표에 지속

적으로 부합하는 하나의 측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졸리베 역시 이러한

당시의 예술 사조에 노출되어 있었고, 앞서 밝힌 것처럼 특별히 그의 스

승 바레즈의 영향으로 음향과 타악기 음색에 주목하게 되었다.

바레즈는 미국에서 활동한 진보적 성향의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지

속적으로 새로운 음향과 소리를 추구했다. 그는 졸리베가 자신의 작품인

<아메리카>(Amériques)를 듣기 10년 전인 1920년대부터 선율 대신 음향

을 사용한 작품을 내놓아 아방가르드적인 면모를 보인바 있다. 후에 그는

전통적인 선율과 화성 중심에서 벗어나 “소음” 음향이라는 아이디어를 통

해 오늘날까지도 파격적인 <이온화>를 발표하게 된다. 졸리베는 바레즈

가 “음향, 즉 가장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들의 배치 방법을, 그리고

다른 어떤 음렬주의자들보다 더 진지하게 무조기법을 가르쳐주었다”고 말

한 바 있다. 그 결과 그는 “가장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나만의 기법을

확립하였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있어 음악적 발전이란, 소리 덩

어리의 발전이고 이것이 하나의 음악작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의사소

통이다. 그래서 작품 작업에 있어 소리를 다루는 것이 음들의 지적 조합

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스승 바레즈로부터

의 가르침을 통해 그는 자기 음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을 깨달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즉 “음악은 인간사회에 대한 마술적이고 의식적인 표현이

라는 것”이다.17) 이렇듯 바레즈로부터 배운 음향에 대한 통찰력은 졸리베

의 음악철학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는 바레즈만큼의 음향에 대한 혁신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의

17) Mya Jean Caruso, “Music and Magic”, (DMA, UCLA, 2005), pp.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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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곡년도

Cérémonial, homage to Varèse for six percussion

instruments
1938

Suite delphique, for strings, harp, Ondes Martenot, and

percussion
1943

Concerto Pour percussion and orchestra 1958

Suite en concert for flute and four percussion

instruments
1966

Pipeaubec pour flûte à bec et petite percussion 1972

Une minute trente pour flûte à bec et petite percussion 1972

지도 아래서, 그리고 타악기의 역할이 이전보다 훨씬 커진 20세기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작품을 통해 음향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고, 타악기의 비중

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그의 여러 타악기 작품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

다.18) 특히 이러한 타악기의 사용은 주술적이고 의식적인 음색을 잘 표현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졸리베가 추구한 원시적이고 이국적인 그

의 음악세계에 더욱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19) 다음은 졸리베

가 타악기를 주요편성으로 사용한 작품들이다.

표1. 졸리베의 주요 퍼커션 작품 리스트

그런 의미에서 졸리베 음악미학의 핵심은 원시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음악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는 것,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는 음악을 인간의 삶과 직접 연결시킨 ‘젊은 프랑스’의 이

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는 원시성을 마술, 주술, 이국적 성격의 음악

으로 구현하려고 시도하였다.

18) 이 시대 졸리베나 바레즈와 같이 타악기의 다양한 음색과 리듬적 요소에 관심을 보인 작곡가로

는 사티(Satie), 바르톡, 메시앙, 브리튼, 슈톡하우젠 등이 있다.

Grove Music Online, “Percussion”항목 참고.

19) 졸리베와 마찬가지로 원초적 사운드를 위해 타악기를 중요하게 사용한 대표적인 작곡가로 스트

라빈스키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졸리베는 스트라빈스키의 관현악 작품에서 사용된 복잡하고

기계 같은 리듬으로 만들어진 원시적이고 폭력적 음향은 매우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세상을 재

현한다고 비판하였다.

Mya Jean Caruso, 위의 논문, p.9.



- 13 -

졸리베가 이국적인 것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어린 시절 식민지 정

부 관계자였던 삼촌이 가져온 가면, 무기, 악기 등을 통해서였다. 이후 바

레즈에게 배우게 된 첫 해인 1931년 식민지 전시회를 방문하게 되면서 본

격적으로 원시적 예술과 문화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당시 많은 아방가르

드 작가들, 철학가들, 예술가들이 ‘원시주의’ 예술에 영감을 받고 있었고,

특히 스트라빈스키와 피카소, 마티즈가 자신의 작품에서 비유럽적인 이미

지들을 종종 보여주었다. 하지만 졸리베는 스트라빈스키의 원시주의를 강

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의 원시성에 대해 피력하였다. 음악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에 있어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본다면, 원

시적 인간의 음악은 예술이 아니라 하나의 힘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

시성을 보여주는 음악은 그들의 삶과 정서, 문화를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야 하며 이에 비추어봤을 때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은 ‘야만적’이며

그들의 감정과 행동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힘’을 잘 보여주지 못했

다는 게 졸리베의 주장이다.

졸리베에게 의식적 음악 역시 원시성과 연결되어 있다. 의식 또는

주술이라는 행위 자체가 원시적 인간 사회를 표현해주는 하나의 단면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식적 음악 역시 예술의 차원을 넘어서는

인간적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하고, 이는 동시대 음악 언어로만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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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악기를 위한 협주곡>(Concerto Pour Percussion,

1958)의 작품분석

2.1. 작품개관 및 악기소개

<타악기를 위한 협주곡>(Concerto Pour Percussion)은 졸리베의 세

번째 오케스트라 작품에 속한다.20) 이 작품은 1959년 2월 17일에 브뤼셀

(Brussels)의 I.N.R에서 라디오심포니 오케스트라(Orchestre Radio Sym-

phonique)에 의해 초연되었다. 총 네 악장 구성으로 약 17분이 소요된다.

1, 2악장은 바르톡적인 기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1악장

은 ‘robust’(강하고 힘있게), 2악장은 ‘Dolent’(슬프게)로 곡 분위기는 대조

적이다. 3, 4악장은 생기 있고 활발하며 빠르고 화려하게 진행된다.

- 타악기의 분류 및 각 악장별 악기 소개21)

타악기의 일반적인 정의는 흔들거나 두드리는 충격에 의해 소리가

나는 몸체를, 손이나 채로 쳐서 또는 서로 부딪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뜻한다. 타악기는 일정한 음정을 가진 악기와 음정을 갖지 않는 악기로

분류되는데, 호른보스텔-작스(Hornbostel-Sachs)의 악기 분류법에 따르면

가죽막이 진동해서 소리 나는 막명악기(membranophone)와, 몸체가 진동

해서 소리 나는 체명악기(idiophone), 그리고 현의 진동에 의해 소리 나는

현명악기(Chordophone)와 관악기처럼 공기 기둥의 진동으로 소리 나는

기명악기(Aerophone)로 분류된다.

20) 본 논문에서 분석을 위해 사용된 악보는 피아노 반주로 편곡된 버전이다.

21) 타악기분류 및 악기별 소개는 『파퓰러음악용어사전』,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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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음높이를 갖은 이디오폰

건반이 있는 악기 건반이 없는 악기

Xylophone

Marimba

Vibraphone

Glockenspiel

Bell Lyra

Tubular bells

Gongs

Crotales

Flexatone

Steel Drums

1) 체명악기 - Idiophone

2) 막명악기 – Membranophones

고정된 음높이를 갖는
멤브라노폰

고정된 음높이를 갖지 않는
멤브라노폰

Timpani

Boobams

Drums

Congas

Timba1es

Bongos

Tom-toms

Tambou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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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음높이를 갖지 않은 이디오폰

쳐서 소리내는 악기 흔들거나 긁어서 소리내는 악기

Triang1e

Cymba1s

Tamtam

Cow be11s

Anvil＼Meta1 Blocks

C1aves

Wood Block＼Temp1e Blocks

Wood Drums

Whip(Slapstick)

Bamboos chimes

G1ass chimes

Sistrum

Sleigh Bells

Washboard

Castanets

Maracas

Cabasa

shaker

Guiro

3) 현명악기 – Chordophone

Cimbalom

*Cimbalom은 헝가리의 집시 음악에 쓰인 악기로 각기 다른 길이의 현을

평면위에 팽팽하게 매어놓고 숟가락 모양의 채로 쳐서 소리 내는 악기로

국악기의 양금과 비슷하다.

4) 기명악기 – Aerophone

siren, wind machine, bird cal1s, slide whist1e, Tuned motor horns



- 17 -

4 Timbales, 1 Caisse claire, 1 Tambour militaire, 1 Wood - block

1악장

Timbales(프) [Timpani(이) Kettledrums(영) Pauken(독)]

팀파니는 북 종류 중에서 음고(pitch)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악기이

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의 유적에서 발견되었고, 초기에는 단지 모양이었

으며 이후 음 높이가 다른 한 쌍의 북으로 변화하였다. 팀파니라는 용어

는 약 17세기 이후부터 커다란 케틀드럼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Caisse claire(프) [Tamburo piccolo(이) Snare drum(미)

Kleine Trommel(독)]

스네어 드럼은 14세기 이후 사용된 원통모양의 양면 북이다. 보통 가죽

면을 치지만 스틱하나를 테두리에 대고 다른 하나로 스틱을 마주 치거나,

스틱하나로 테두리와 북면을 동시에 치기도하는 주법(rim-shot)을 이용하

기도 한다.

Tambour militaire(이) [Field drum(미)]

5-8인치의 깊이와 14-15인치의 너비형태의 드럼이며 일반드럼보다 깊이

가 깊고, 소리는 낮다. 퍼레이드나 군대의 행진에서 많이 사용된다.

Wood - block(프/이/미) [Legno(이) Glog box(미) Holzblock(독)]

일종의 목탁으로서 둥근 형태와 네모꼴이 있으며, 작은북의 채로 치면 맑

은 소리가 난다. 음률은 일정하지 않다. 주로 재즈에 사용되지만, 클래식

의 현대음악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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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braphone Cymbale suspendue Cymbale chinoise

Xylophone, Fouet, Crécelle, 3 Cloches de vache

2악장

Vibraphone(프) [Vibrafono(이) Vibraphone(미) Vibraphon(독)]

비브라하프(Vibraharp) 혹은 바이브즈(Vibes)라고도 불린다. 비브라폰의

건반 아래에는 전기로 작동되는 공명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공명관이

증폭되어 건반이 진동함으로써 소리가 난다. 공명관의 아래쪽은 막혀있고

위쪽은 뚫려 있는데, 공명관 위쪽 끝에는 원판이 붙어 있어서 이 원판을

모터로 회전시키면 비브라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Cymbale suspendue(프) [Suspended cymbal(미)]

심벌을 스탠드에 걸고 치는 형태로, 스틱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운드를 낼

수 있다.

Cymbale chinoise(프) [Chinese cymbal(미)]

일반적인 심벌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가운데 돔 부분이 도드라져있는 형

태이고, 가장자리가 위를 향한 모양으로 꺾여있다. 중국내의 전통적인 심

벌즈로 여음이 반음이상 올라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3악장

Xylophone(프) [Silofono(이) Xylophone(미) Xylophon(독)]

실로폰이란 용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였는데, ‘나무’를 의미하는 ‘실

론’(xylon)과 ‘소리’를 의미하는 ‘phone’이 결합되어 ‘나무의 소리(wooden

sound)’라는 의미를 갖는다. 실로폰은 서양 예술 음악 이외에도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멜라네시아 등에서 발견되며, 유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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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block, 3 bloc chinois, Grelots, Cymbale charleston, 2 Cymbales frappées

Cymbale suspendue, Cymbale chinoise, Caisse-claire, 3 Toms-Toms,

Grosse-caisse

도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의 민속 음악 연주에 사용되었다. 20세기 많

은 작곡가들이 실로폰을 위한 음악을 작곡하고 있다

Fouet(프) [Frusta(이) Whip, slapstick(미) Peitsche(독)]

채찍이라고 한다. 두 개의 나무 조각을 V자 모양으로 겹쳐 놓은 것인데

그것을 합치듯 때려 말채찍의 소리를 흉내 낸다.

Crécelle(프) [Raganella(이) Ratchet(미) Ratsche(독)]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 톱니바퀴가 돌면서 얇은 나무 판을 스치며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톱니바퀴의 톱니들이 스프링 작용을 하는 나무들에 부딪

혀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

3 Cloches de vache(프) [Campanaccio(이) Cowbell(미) Kuhglocke(독)]

인도나 알프스지방에서 방목하는 소의 목에 단 종 모양의 방울을 가리키

는 말이다. 소나 양의 목에 다는 방울에는 추가 있으나 악기로서의 카우

벨에는 추가 없고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4악장

Grelots(프) [Sonagli(이) Sleighbells(미) Schellen(독)]

본래 썰매방울로 긴 막대에 종들이 달린 모양을 하고 있다. 손을 이용해

소리를 낸다.

Cymbale charleston(프) [Hi-hat cymbal(미) hi-hat maschine(독)]

2장의 심벌을 겹쳐서 페달과 스틱으로 연주하는 심벌이다. 발을 밟아



- 20 -

open/close하면서 소리를 낸다.

2 Cymbales frappées (프) [Piatti(이) Pair of cymbal, Crash cymbal

(미) Becken(독)]

기본적인 심벌의 형태로 두 손으로 손잡이 부분을 잡고 마찰을 일으켜 소

리를 낸다.

3 Toms-Toms (프) [(Tomtom(이/미/독)]

스네어가 없는 드럼의 형태이다. 하나 혹은 두 개 이상으로 사용가능하다.

음정을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유율악기와 무율악기의 중간지

점에 위치한다.

Grosse-caisse(프) [Gran cassa(이)　Bass drum(미) Grosse Trommel

(독)]

큰북은 17~18세기에 유럽 오케스트라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것은 당시 유

럽 전역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터키 군악대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베이스 드럼의 사운드는 매우 크며, 연주했을 때 들려오는 반응속도는 다

른 악기보다 느리지만 베이스 드럼의 역할은 그 어떤 악기에 비할 수 없

을 정도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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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악장

4 Timbales, 1 Caisse claire, 1 Tambour militaire, 1 Wood - block

Robuste(강하고 힘있게) ♩=152-160

박자: 5/4, 3/4, 4/4

형식: (A) + (B) + (A') + (Coda)

(A) = 1 ~ 43마디 4 Timbales

(B) = 44 ~ 81마디 Caisse claire, Tambour militaire

(A') = 82 ~ 110마디 Caisse claire, 4 Timbales

(Coda) = 111 ~ 131마디 4 Timbales, Wood - block

1악장은 크게 네 부분, 즉 A-B-A'-coda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A)부분은 1~43마디에 해당되며, 이 부분은 팀파니의 주

제선율과 이 선율의 변주 및 반복으로 전개된다. 가장 먼저 피아노에서

C#을 중심음으로 한 모티브가 2마디에서 등장하는데, 여기서 제시된 음소

재들은 C#, D, E, F음이며, 이 모티브가 한 번 더 반복된 후 5마디에서는

A, Bb, C#, D, E, F음을 사용한 선율이 등장한다. 한편 7마디부터 시작되

는 팀파니 주제 선율이 A와 B♭음으로 시작되면서 결국 5마디의 여섯 개

의 음소재는 2마디와 7마디의 음소재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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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 A부분의 주요 음소재]

7~9마디의 팀파니 선율은 1악장의 주제선율이다. 이 선율은 10~12마

디에서 처음으로 변주된다. 이어 14~16마디에서는 팀파니의 주제선율을

피아노가 받아서 변주한 형태로 제시한다. 지금까지는 이 주제선율이 팀

파니나 피아노 각 파트에서 따로 등장했었지만, 17~19마디에서는 처음으

로 피아노와 팀파니가 Tutti로 함께 주제선율을 연주하며 이 선율이

20~22마디에서 한 번 더 반복될 때에는 피아노가 한 옥타브 위에서 진행

된다.

중심음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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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 1악장의 주제 선율과 네 가지 변주형태]

23~25마디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셋잇단 리듬이 등장하면

서 삽입구와 같은 성격을 나타낸다. 이 부분에선 A부분의 음소재인 A,

Bb, C#, D#, E, F음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주제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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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 삽입구]

36~41마디는 (A)부분에서 가장 많은 변주를 보여준다. 우선 주선율

의 시작을 팀파니가 아닌 피아노가 담당하고 있고, 원래의 주선율보다 더

연장되어 길이가 길어졌다. 또한 팀파니에서는 잦은 트릴과 트레몰로, 변

형된 리듬 및 음의 순서의 뒤바뀜으로 주선율을 곧바로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악보4. 주제선율의 추가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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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B)부분의 중심음은 A부분의 중심음인 C#에서 장3도 위인 E#으

로 이동하였다. (B)부분과 (A)부분의 차이점은 우선 악기가 팀파니에서

드럼/필드드럼으로 바뀌었고, 셋잇단 리듬을 주축으로 한 다양한 리듬 변

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C#, D, E#, F#, G, G#, A음으로 구성된 두 마

디 피아노 모티브는 드럼와 주고받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이 때

이 모티브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48마디에서는 G음으로 시작되는데, 이후

52마디에서는 G#음으로 시작하면서 더욱더 고조되는 분위기를 만든다.

[악보5. B부분의 피아노 모티브](48-49마디, 52-53마디)

피아노 모티브와 주고받는 드럼의 리듬은 셋잇단 리듬을 기반으로

붓점 리듬, 16분음표 리듬 등으로 기본 형태에서 조금씩 변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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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 드럼의 리듬 변화]

(B)부분에선 유일하게 피아노가 생략되고 타악기 솔로 연주자의 기량

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 77~81마디에서 드럼으로 롤 주법을 이어가

는데, 이 때 포르테(f)와 피아노(p)를 번갈아가며 음색변화를 주면서 긴장

감과 원시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이 때 피아노의 베이스는 G#음으로 머무

는데, 이 음은 다음 섹션인 A’의 주제선율 첫 음인 A음으로의 인력을 만

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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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 77~81마디 트레몰로 연속/피아노 G#음]

A’부분으로 진입하는 82마디부터 피아노에서 주제선율이 재등장한다.

그리고 팀파니는 94마디에서 주제선율이 다시 시작된다. 97~99마디에서

이 주제선율이 반복될 때에는 기본 형태에서 리듬을 당긴 변형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악보8. 리듬을 당긴 변형된 주제선율]

m.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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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coda)의 특징은 팀파니 솔로가 셋잇단 리듬의 연속에

서 악센트의 위치를 불규칙하게 지정하여 리듬적 혼란을 야기 시키고, 타

악기 고유의 역동성과 흥미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역동적 리듬의

반복은 타악기의 가장 원초적이면서 원시적인 느낌을 엿볼 수 있게 만든

다. 한편 (coda)에서는 (A)부분과 마찬가지로 가장 처음에 등장했던 C#으

로 다시 중심음이 회기 되었다. 피아노는 음소재 C#, D, D#, E, F음으로

불규칙한 박절감을 이어가는데 이 때 음형들은 주로 반음계적으로 구성되

어 있다.

[악보9. 팀파니와 피아노의 불규칙한 리듬]

m.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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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마디 피아노의 마지막음을 G, A♭음으로 구성하면서 충격적이면

서 불협화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절정에서 갑작스럽게 악기를

wood block으로 바꿔 점점 음량을 줄여가며 사라지듯이 곡을 마무리 짓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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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0. 클라이맥스와 모순된 종지]

제 1악장은 전체적으로 무율 악기 리듬의 절제된 미를 보여준다. 터

질듯하면서도 안정감 있고 짜임새 있는 구성이 돋보이며, 특히 하나의 선

율이 변주될 때 꾸밈음, 리듬의 변화, 동일음의 반복, 트레몰로, 리듬분할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가장 타악기적인 요소들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

으로 분석할 수 있다.

m.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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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악장

Vibraphone, Cymbale suspendue, Cymbale chinoise

Dolent(슬프게) ♩= 60

박자: 4/4

형식: (A) + (A') 큰 A와 A'

[a+b] 큰 A 안에 작은 a와 b가 포함

(A) = 1 ~ 35마디 Cymbale suspendue, Cymbale chinoise

[a = 1~12 , b = 13 ~35] Vibraphone

(A') = 36 ~ 64마디 Cymbale suspendue, Cymbale chinoise,

Vibraphone

2악장은 크게 A부분과 A’부분으로 나뉘며 A부분은 a와 b, 두 부분

으로 다시 구분된다.

첫 번째 (A)-a부분에서는 피아노 솔로를 주축으로 하며 두 개의 심

벌(Suspended Cym, Chi-Cym)은 매우 몽환적이면서도 서글픈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피아노의 첫 두 마디 선율은 F#, Ab, C, E, G음,

즉 7화음 형태로 구성되어있고 이 음들은 이 섹션의 음소재가 되어 선율

뿐만 아니라 화성적 동기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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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1. 1~3마디]

한편 5~6마디 피아노의 32분음표 리듬은 이후 이 곡 전체에서 자주

사용되는 리듬형태로 A-a부분에서 미리 예시된다.

[악보12. 5~6마디 피아노]

(A)-b부분은 13마디에서 시작되는데, a부분 첫 두 마디 피아노 선

율보다 장3도위의 음정에서 반복되며, 피아노가 아닌 비브라폰으로 제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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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3. 1~2마디 피아노/13~14마디 비브라폰]

15마디부터는 한 마디 단위의 모티브가 18마디까지 총 네 번 반복되

면서 선율을 전개해 나가는데, a부분에서 예시되었던 32분음표 리듬이 이

모티브의 주요 리듬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 피아노에서는 7화음의 병

진행(c#m7, a#m7, c#m7, a#m7)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불안정한 사운

드를 만들어낸다. 한편 이 모티브가 20마디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

복될 때는 처음 시작음인 B에서 감3도(장2도) 위인 D♭음에서 시작되며,

이는 피아노의 상행 선율과 함께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를 형성시킨다.

장3도올라간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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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4. 15~21마디]

(A)-b부분은 29마디부터 서서히 종지를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피아노는 15마디에서 나왔던 비브라폰의 32분음표 모티브를 29마디

와 31마디에서 반복하고, 이후 33마디에서 c#m와 f#m의 감7화음을 펼친

형태로 제시하며 마무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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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5. 29~33마디 피아노]

(A')가 시작되는 36마디에서 타악기는 다시 두 개의 심벌로 돌아오

지만, 단지 피아노는 (A)-b부분에서 제시된 32분음표 모티브를 동형진행

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A)와 다른 모습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악보16. 36~38마디]

솔로 비브라폰은 41마디부터 하드(Hard)스틱으로 바꿔 연주함으로써

음색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32분음표 모티브의 기본 리듬

형태에서 뒷부분의 음가를 축소시키고 리듬의 순서를 뒤바꿈에 따라 선율

적으로도 큰 변화를 주고 있다.

m.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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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7. 41~45마디]

비브라폰의 변형 모티브는 46마디부터 피아노에서 받아 이어진다.

특히 50마디에서는 기존의 32분음표의 역붓점 리듬형을 거꾸로 붓점 리듬

형으로 반전시켜 한 박씩 연속적으로 상행하면서 긴장감을 점차적으로 고

조시킨다.

[악보18. 46~52마디]

53마디부터 피아노가 pp로 1~2마디 선율을 재등장시키면서 최종 종

지로 향한다.

m.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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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9. 53~55마디]

57마디부터 시작되는 비브라폰의 하행선율에서는 이 곡의 특징 중

하나인 7도 병진행(f#m7-am7-d#m7)이 펼쳐진 형태로 제시된다. 더불어

61마디 이후마지막 네 마디에서 첫 1~2마디 선율에서 사용된 음소재들을

교묘하게 풀어놓으면서 마무리를 짓는다. 피아노 역시 같은 음소재들을

수직적으로 쌓아놓았는데 이 화음에 A♮을 첨가시킴으로써 불협화 사운

드를 더욱 강화하였다.

[악보20. 57~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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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악장의 전반적인 특징은 어둡고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7화음 구

성의 음소재 및 모티브 활용 등을 통한 탄탄한 짜임새를 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타악기 주자에게는 심벌이나 스틱의 변화를 통하여 이

러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극대화시키도록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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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악장

Xylophone, Fouet, Crécelle, 3 Cloches de vache

Rapidment(빠르게) ♩．=120-126

박자: 6/8, 2/4

형식: Intro + (A) + (B) + (A') + (Coda)

Intro =1 ~ 33 마디 Crécelle, Fouet, Xylophone

(A) = 34 ~ 85 마디 Xylophone, 3 Cloches de vache

(B) = 86 ~ 115마디 Xylophone

(A') = 116 ~ 180마디 Xylophone, Crécelle, Fouet

(Coda) = 181 ~ 194 마디 Xylophone, 3 Cloches de vache

3악장의 형식은 Intro를 포함한 A-B-A'-Coda로 볼 수 있다.

3악장은 f로 휘몰아치는 라쳇 소리와 윕의 강한 채찍소리로 강렬하

게 시작한다. 윕이 세 번째 마디에서 매듭을 지음과 동시에 피아노가 시

작된다. 이 때 피아노가 제시한 3악장 Intro부분의 주요 음소재는 C, Db,

E, F, F#, G, A로 볼 수 있으며, 중심음은 F#이다.

[악보21. 1~6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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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마디부터 시작되는 피아노의 F#을 9마디의 실로폰이 받아서 솔로

의 시작을 알린다. 실로폰은 F#을 반복하다가 14마디부터 서서히 리듬을

분할한다. 이 때 피아노는 F#을 토대로 주요 음소재들을 수직적으로 쌓아

불규칙적인 리듬으로 다양하게 진행해가면서, 솔로악기인 실로폰의 리드

미컬한 진행을 뒷받침해주어 추진력과 긴장감을 고조 시키고 있다.

[악보22. 9~23마디]

24마디부터 실로폰의 리듬은 더 세분화되면서 accelerando 효과를

자아내게 된다. 32마디에서는 ff까지 음량이 고조되고 가장 빠른 형태의

리듬이 구사되면서 Intro의 인상을 강렬하게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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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3. 24~33마디]

(A)부분은 34마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앞의 Intro와 음소재는

동일하지만, 리듬 중심의 Intro와 다르게 피아노에서 새로운 선율선이 등

장한다. 이 선율선은 46마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실로폰 주제선율의

전주 또는 연결구로 해석된다. 실로폰은 이 선율선의 앞뒤로 글리산도 주

법을 구사하는데, 이 때 중심음 F#(34마디)을 시작으로 G#(37마디), A(40

마디), C#(44마디)까지 음역이 점차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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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4. 34~44마디]

46마디 실로폰에서 시작되는 주제선율은 47마디와 51마디에서 중심

음 F#을 포함하며 진행된다. A부분의 후반부인 64마디에서는 처음으로

Eb이 등장하고, 68마디에는 G#이 등장하고 음소재가 D, Eb, F#, G, G#,

A, B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9마디 피아노에서는 A부분이 시작

될 때 나온 선율선이 다시한번 등장하는데, F#부터 시작한 34마디의 선율

과 비교해보면 69마디 선율은 G#으로 시작, 장2도 상행 이도된 선율의 변

주형태라고 볼 수 있다.

[악보25. 69~72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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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분은 86마디 두 번째 박자에서 새로운 선율이 등장하면서 시

작된다. 이 때 중심음은 A#이고, (B)부분 전체는 이 짧은 선율의 변주들

로 구성되어 있다.

[악보26. 86~113마디]

(A')부분에서는 A부분의 실로폰 주제선율이 장3도 위로 이도 되어

등장하는데, 이로 인해 G#, A, A#, B음이 추가된다. 눈여겨볼 점은 이 때

118, 121마디에 헤미올라(Hemiola) 리듬을 사용하여 주제선율을 변주시키

고 있다는 점이다.

[악보27. 116~121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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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42마디는 A부분의 첫 시작인 34~43마디를 변주시킨 부분이다.

[악보28. 134~142마디]

이후 147마디에서는 피아노의 동음반복 리듬형 선율, 라쳇, 윕의 재

등장을 통해 Intro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 피아노의 동음반복의 경우,

Intro에서는 F#이 반복되었지만 이 부분에서는 G와 A가 주도적으로 나옴

으로써 원래 중심음인 F#으로 향하려는 인력을 강하게 형성시킨다. 또한

이 선율은 B부분의 선율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Intro와 B부분의 요

소가 혼합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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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9. 147~158마디]

G와 A의 반복적 등장은 162마디에서 중심음 F#로 모아진다. 이 때

A부분의 주제선율의 변주가 진행된다.

[악보30. 162~166마디]

(Coda)부분인 181마디부터는 세 마디 프레이즈가 두 번 반복된다.

이 선율은 (A')부분의 후반부에 제시된 선율의 변주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G와 A로 이루어진 이 선율은 190마디에서 A가 탈락되고 F#과 G로

진행되다가 결국 중심음 F# 로 회귀된다. 마지막에는 1악장과 같이 새로

운 악기, 카우벨로 사라지듯이 곡 전체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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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1. 181~끝]

3악장은 리드미컬함을 토대로 전체적으로 긴장감과 활기를 주는데

주력하며, 그러므로 연주자의 기교를 요구한다는 악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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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악장

Wood-block, 3 bloc chinois, Grelots, Cymbale charleston, 2 Cymbales

frappées

Cymbale suspendue, Cymbale chinoise, Caisse-claire, 3 Toms-Toms,

Grosse-caisse

Allègrement(경쾌하게) = 116

박자: 2/2, 2/3

형식: Intro + (A) + (B) + (A') + (Coda)

Intro = 1 ~ 20 마디 3Tom, 3 bloc chinois

(A) = 21 ~ 114 마디 3Tom, Grosse-caisse,Cymbale charleston,

3bloc chinois, Cymbale suspendue, Caisse-claire, Wood-block

(B) = 115 ~ 196 마디 3Tom, Caisse-claire, Cymbale suspendue,

Cymbale chinoise, Grosse-caisse,

2 Cymbales frappées

(A') = 197 ~ 228마디 3Tom, 3bloc chinois, Cymbale chinoise, Grelots,

Grosse-caisse, Wood-block, Cymbale suspendue

(Coda) = 229 ~ 245 마디 Cymbale suspendue, Caisse-claire,

Grosse-caisse, Cymbale chinoise

4악장은 가장 타악기적인 느낌을 잘 표현한 악장으로 경쾌하면서 활

기찬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전 악장들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리듬악기들과

소악기들로만 구성함으로써 리드미컬함을 극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형

식은 3악장과 마찬가지로 Intro-A-B-A'-Coda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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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는 전반적으로 당김음 리듬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14마디부터

연속적인 8분음표가 등장함으로써 21마디부터 시작되는 (A)부분의 주제

를 암시하고 있다. 한편 피아노의 음소재는 C, D, F, F#, G, G#, B를 사용

하였다.

[악보32. 1~15마디]

21마디부터 시작되는 (A)부분에서는 이 악장의 기본 주제 리듬형을

타악기 솔로로 제시한다. 당김음을 포함하는 21마디가 첫 번째 리듬형이

고, 8분음표 연속으로 이루어진 22마디가 두 번째 리듬형이다. 이 두 개의

리듬은 점차 확대되고 축소되면서 곡 전체를 주도해 나간다.

[악보33. 21,22마디 두 개 리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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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리듬형이 번갈아가며 제시되는 동안 25마디에서 시작되는

피아노 선율은 중심음 F를 지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F음 아래 한 번

씩 등장하는 화음들은 Intro에서 제시된 음소재에 근거하여 구성된 화음

들이다.

[악보34. 25~35마디 피아노]

솔로 타악기의 두 가지 주제 리듬형 중 첫 번째 리듬형은 25마디에

서 처음으로 변형된다. 이후 41, 46마디에서 각각 조금씩 다른 변형된 리

듬형들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리듬형의 변형은 악곡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음가가 짧아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분할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 악기 또한 변화를 줌으로서 유사한 리듬형을 반복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음색을 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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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5. 21마디 기본 리듬형, 25마디 1번 변형, 41마디 2번 변형, 46마디

3번 변형]

아울러 피아노 역시 타악기들의 리듬변형에 걸맞게 음소재와 리듬이

확장 및 추가 변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6-66마디에서는 두 가지

기본 리듬형의 제시보다는 이전보다 더 많은 악기들을 포함시켜(심벌과

우드블럭) 음색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후 67마디부터

다시 두 가지 주제 리듬형이 등장한다. 피아노 역시 25마디에서 제시된

선율을 반복하는데 이 때 중심음은 B로 바뀌고 음소재는 C, C#, D, F,

F#, G#로 제한되어졌다. 피아노가 이전과 변화된 부분은 68마디 아르페지

오 선율의 등장이며 이 선율은 많은 변형을 거치며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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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6. 67~70마디]

타악기의 두 가지 기본 리듬형 반복이 끝나고, 85마디부터는 리듬

자체가 단순해졌지만 56마디에서처럼 다양한 악기들을 포함시킴으로써 타

악기적 음향의 극대화를 느낄 수 있다.

[악보37. 85~89마디]

105마디부터 A부분이 종료되는 114마디까지는 두 번째 기본 리듬형

과 새롭게 등장한 세 번째 기본 리듬형이 추가 되어 반복되는데 이 때 이

를 타악기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와 주고받으면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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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8. 105~114마디]

(B)부분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리듬의 형태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115마디의 8분음표와 16분음표 리듬, 그리고 두 번째는 117마디의 다섯잇

단 음표 리듬이다. (B) 부분의 피아노 음소재는 Db, E♭, F#, G, G#, A로

변화했다.

[악보39. 115~118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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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37마디는 (B)부분에 포함된 삽입구라고 볼 수 있는데, 심벌을

통하여 리듬을 배제한 단순 패턴의 사운드로 이 악기의 음색을 잘 보여준

다. 이 때 특징적인 것은 피아노의 음소재가 C#, D, D#, E, F, F#, G, G#,

A, A#, B, C로 12음 모두를 다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악보40. 134~137마디]

삽입구가 끝난 후 138마디부터 다시 (B)부분의 두 가지 리듬형이 등

장하고, 152마디부터는 탐탐과 대북을 사용하여 (A')부분으로 가기위한

연결구를 시작한다. 탐탐과 대북의 리듬은 이전의 기본 리듬형들과 비교

했을 때 매우 단순화 되어 있으나 이러한 단순한 리듬과 이 악기들의 고

유한 음색을 통해 졸리베가 추구한 주술적인 색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아울러 피아노에서도 규칙적인 리듬의 베이스 워킹과 함께 전체적인 음역

을 점차 상승시키면서 주술적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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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1. 152~165마디]

169마디부터 시작되는 2개의 심벌은 고조된 분위기의 정점이자 다음

섹션으로 가기위한 연결구의 역할을 한다.

[악보42. 169~180마디]



- 55 -

(A')부분은 (A)부분에서 등장한 두 가지 기본 리듬형이 다시 등장

하며, 두 번째 리듬형은 변형의 과정을 거쳐 기본형으로 복귀된다.

[악보43. 198, 200, 202, 204마디]

211마디에서는 다양한 음색을 보여주는 삽입구가 축소되어 다시 나

오고, 215마디에서 다시 기본 리듬형이 제시되되, 피아노의 기존 선율선은

중심음이 A로 바뀌어 지속된다.

[악보44. 215~218마디 피아노]

(Coda)는 229마디부터 시작되는데, 이 부분이 이 곡의 가장 클라이

맥스 부분이다. 코다에서는 기존에 나온 악기들이 모두 사용되었는데 이

러한 셋트 드럼 구성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다이나믹하게 타악기의 매력

을 발휘할 수 있다. 타악기는 음색변화와 리듬주제를 동시에 제시한다. 피

아노와 타악기 모두 어느 하나 쉬지 않고 치열하게 리듬을 전개함으로써

곡은 절정으로 치닫는다. 특히 마지막 244~245마디는 pp에서부터 ff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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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센도(cresc.)를 통하여 음량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면서 분위기를 극대

화 시키고, 드럼과 두 개의 심벌의 짧고 강한 사운드로 곡을 마무리한다.

[악보45. 244~245마디]

4악장은 선율이나 음소재적인 면보다는 몇 가지 단순한 리듬형을 끊

임없이 변형시키고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 다양한 음색을 구사하는 것에

주력함으로써 타악기의 원초적인 색깔을 가장 잘 표현한 악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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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결 론

앙드레 졸리베는 20세기 프랑스의 현대 작곡가이자, 젊은 프랑스의

멤버로 원시적이면서도 주술적인 음악을 추구했으며 이러한 양식적 추구

의 일환으로 타악기를 위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작곡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룬 <타악기를 위한 협주곡>(Concerto Pour Percussion, 1958)은 그가

만든 12개의 협주곡 중 현대음악에서 타악기가 솔로 악기로 얼마만큼의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필자는 곡을 분석하기에 앞서 20세기음악과 앙드레 졸리베에 관해

고찰해보았다. 좀 더 나아가 그의 음악관과 밀접하게 연관 지을 수 있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및 프랑스의 음악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졸

리베의 생애 및 작품경향과 이를 통한 그만의 음악세계에 대해서 심층적

으로 조사해 보았다. 20세기의 다양성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시대에 예술

가들도 발맞추어 빠르게 음악관이 변화하였고, 졸리베의 음악관도 이러한

시대상에 발맞추어 이국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타악기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작품인 <Concerto Pour Percussion>을 분석한 결과,

필자는 각 악장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알 수 있었다. 1악장은 맴브라

노폰으로 구성되어 음정이 있는 팀파니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리듬의 절제

된 미를 잘 보여주었다. 하나의 주제를 통하여 안정감 있고 짜임새 있는

구성이 돋보이며, 전체적인 리듬의 변화, 리듬분할 등을 통하여 가장 타악

기적인 요소들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악장은 1악

장과 대비되게 이디오폰 구성이며, 건반악기인 비브라폰을 사용하였다. 피

아노와 솔로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곡을 진행해나가고, 두 개의 각기 다른

심벌의 사용과 스틱의 변화를 통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3악장은 1악

장과 같은 맴브라노폰 악기의 구성이고, 건반악기인 실로폰을 통하여 리

듬의 분할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1악장과 유사하게 끝부분에서 카우

벨로 사라지듯이 마무리하지만, 전반적으로 연주자의 테크닉적인 기량을



- 58 -

요하고 빠른 리듬감을 통하여 활기와 긴장감을 준다. 4악장은 맴브라노폰

구성의 전체적인 세트드럼 세팅과 몇 가지의 소악기의 편성을 이루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리드미컬하게 그리고 음색의 변화로 다양하게 타악

기의 매력을 가장 잘 나타낸 악장이라고 볼 수 있다.

<Concerto Pour Percussion>은 졸리베는 자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음악적 가치관을 여실히 나타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술적인 면이나

원시적인 면들, 그리고 본인이 추구했던 긴장과 완화 등을 리듬의 변화,

즉 확대와 축소로 보여주었고, 동시에 통일성을 주어 악곡의 유기적 응집

성을 잘 표현한 것이다.

본 연구가 타악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음향과 음색

을 경험하게 해주고 또한 연주자들에게는 졸리베의 음악세계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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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tical research on André

Jolivet’s <Concerto for Percussion>

Kee, Hyunjeong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re Jolivet(1905-1974), one of the major composers of the

20th century France, was also a core member of the society ‘La Jeune

Français’, the representative ofthe French music at the time. Having

been deeply influenced by his master Edgar Varese, who is well

known as the founder of avant-garde music to audience, he composed

distinct, peculiar, and arcane musical works through novel sound

materials and innovative rhythmic pattern that are based on the

French Impressionism and acoustic music. Among them all, some of

his works are exceptional in reveal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percussion instruments and clearly demonstrate primitive and

shamanistic sound colors, which are what he pursued in his

composition.

Likewise, percussion instruments were the very instrument that

were standing in the center of interests of many Modernist compo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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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Jolivet from the late 19
th
century until 20

th
century. However,

despite the variety in its kind and attractiveness of its sound, there

are only an insufficient amount of philological documents dealing with

performance techniques and music analysis of percussion music.

This paper regards my analysis on the Modernist composer

Jolivet’s <Concerto for Percussion>(1958). In the paper, I examine the

historical, social and musical background of the 20th century Europe

and France, the time period in which Jolivet lived, and consider his

musical inclination within the context in which he was actively

engaged in musical career. Furthermore, Iincluded aparagraph

containing brief explanation regarding the instruments used in each

movement of the concerto to facilitate the understanding in

performance techniques and tone col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 found that Jolivet, upon the

stable and organized structure, demonstrates diverse sound colors of

percussion instruments and dynamic and vigorous expressions though

rhythmic division. Through such, Jolivet successfully uncovers his

interests in acoustic music and primitive musical style through this

concerto piece.



학위논문 원문제공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본인의 학위논문에 대하여 서울대학교가 아래와 같이 학위논문 저작물을 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동의사항

①본인의 논문을 보존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복제를 허용합니다.

②본인의 논문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논문의 일부 또

는 전부의 복제․배포 및 전송 시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개인(저작자)의 의무

본 논문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하는 등 동의 내

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소속대학(원)에 공개의 유보 또는 해지를 즉시 통보

하겠습니다.

3. 서울대학교의 의무

①서울대학교는 본 논문을 외부에 제공할 경우 저작권 보호장치(DRM)를 사

용하여야 합니다.

②서울대학교는 본 논문에 대한 공개의 유보나 해지 신청 시 즉시 처리해야 합

니다.

논문제목 : André jolivet의 Concerto Pour Percussion 에 관한 분석

및 고찰

학위구분 : 석사 ☑․박사 □

학 과 : 음악과

학 번 : 2010-23674

연 락 처 : 010 - 2834 -6330

저 작 자 : 기 현 정 (인)

제 출 일 : 2013 년 08 월 일

서울대학교총장 귀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세기 음악과 앙드레 졸리베(Andr? Jolivet)  
	1.1 20세기 유럽의 시대적 상황과 프랑스의 음악적 배경  
	1.2 졸리베의 생애 및 작품경향 
	1.3 졸리베의 음악세계: 새로운 음향 및 원시적 음악의 추구 

	2. <타악기를 위한 협주곡>(Concerto Pour Percussion, 1958)의 작품분석  
	2.1 작품개관 및 악기 소개  
	2.2 1악장  
	2.3 2악장  
	2.4 3악장  
	2.5 4악장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