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저 물  리 목적  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2.0/kr/


음악학석사 학위논문

Arvo Pärt의 음악과 Tintinnabuli

양식 연구

-Fratres for Violin and Piano를

중심으로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바이올린전공

김 유 은



Arvo Pärt의 음악과 Tintinnabuli

양식 연구

-Fratres for Violin and Piano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경선

이 논문을 음악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바이올린전공

김 유 은

김유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6월

위 원 장 윤 영 숙 (인)

부위원장 백 청 심 (인)

위 원 백 주 영 (인)



국문초록

Arvo Pärt의 음악과 Tintinnabuli

양식 연구

-Fratres for Violin and Piano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학과 바이올린 전공

김 유 은

본 논문은 에스토니아의 작곡가 Arvo Pärt(아르보 패르트)의 생

애와 음악을 연구하여 그의 독특한 음악양식인 Tintinnabuli(틴티나

불리)에 대하여 알아보고, Tintinnabuli 양식이 잘 나타나 있는

Fratres for Violin and Piano를 통해 그의 음악 스타일이 어떻게 탄

생했는지 찾아내고자 한다.

아르보 패르트는 20세기 에스토니아 출생의 작곡가로 고음악

(early music)과 종교음악의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내고 있다. 그는 작곡가 스스로 ‘종의 울림’이라는 뜻을 지닌



‘틴티나불리 양식’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독특한 양식이 나오기 까지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자신의

종교적 믿음, 음악계의 흐름 등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다. 무조음악,

콜라주 기법, 신고전주의, 미니멀리즘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음악을

만들던 시절, 왜 아르보 패르트는 극적인 드라마나 화려한 소재가

아닌 간결하고도 단순한 틴티나불리 양식을 만들게 되었는지 본 논

문에서 연구한다.

우선 아르보 패르트의 생애를 알아보고 Tintinnabuli 양식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있겠다. Tintinnabuli 양식의 탄생 배경을 다양한 방

면에서 살펴보고 그 양식의 원리에 대해 알아본다. 그 원리로 쓰인

곡 Fratres for Violin and Piano를 통해 Tintinnabuli 양식이 그의

음악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주요어 : 아르보 패트르, 틴티나불리 양식, Fratres

학번 : 2011-2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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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세기 음악의 경향은 전통적인 조성음악의 영향력과 공통관습에

서 벗어나 새롭고 다양한 것을 추구한다. 이러한 흐름은 조성이 갖

는 기능 화성의 관계를 부정하고 모든 구성음을 동등하게 보는 무

조음악이나 음렬주의로 이어졌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새

로운 시도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이론상으로만 이해

될 뿐 대중들에게는 다가가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음악에 있어서 아방가르드적 움직임에 반하여 과거의 음악적 소재

에 더 무게를 두는 작곡가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흐름에 아르보 패

르트가 있다.

아르보 패르트의 음악은 기존의 현대음악(무조음악 등 아방가르드

적 경향의 음악)과 달리 중세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종교적인 색채

로 본인만의 색깔이 뚜렷한 작곡가이다. 물론 그도 처음에는 음렬기

법 등의 현대음악 어법을 사용하여 곡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러

시아 정교의 신자가 되고, 몇 년간의 자기성찰과 탐구 중에 14-16세

기 프랑스와 프랑코-플랑드르 악파의 다성 음악과 그레고리안 성가

를 공부하면서 새로운 색깔을 찾게 된다. 아르보 패르트의 이러한

경향은 그 시대의 역사적, 사회적 영향이 큰데, 그는 소비에트 연합

의 일부에 속해있는 에스토니아 인이었으며 이러한 공산국가 안에

서는 정부의 제재가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음악세계를 마음껏 펼치

기 힘들었다. 이러한 억압 속에서 그는 새로운 탈출구를 찾으려 하

였고 마침내 ‘종의 울림’이란 뜻을 지닌 ‘틴티나불리’ 스타일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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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기에 이른다.

본 논문에서는 아르보 패트르의 생애와 음악세계를 알아봄으로써

그만의 독특한 음색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본다. 또한 그

의 작품 중에서도 바이올린 작품을 분석하여 아르보 패르트의 음악

세계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그의 생애를 통해 음악세계를 살펴보고 틴티나불리 양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알아 볼 것이다. 그리고 바이올린과 피아

노를 위한 작품 ‘Fratres for Violin and Piano’를 분석해 특징을 찾

음으로써, 어떻게 명상적인 색채와 신비로운 울림을 사용하여 음악

을 만들어 갔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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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르보 패르트의 생애와 음악

1. 아르보 패르트의 생애

아르보 패르트는 1935년 9월 11일 에스토니아(Estonia)의 파이드

(Paide)에서 태어나 수도 탈린(Tallinn)에서 자랐다. 3세에 어머니와

라크베르(Rakvere)1)로 가게 되고, 7세 때부터 라크베르 음악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에서 피아노와 음악이론을 배웠다. 1940년

8월 6일 에스토니아는 소련의 16번째 공화국으로 편입되었으며 이

사건은 아르보 패르트의 음악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학창시절에는 반주자로서 피아노를 자주 연주 하였으며, 학교 관

현악단에서 오보에를, 무용악단에서 타악기를, 합창단에서 노래를

하였다. 그는 14세 즈음에 작곡을 시작하였는데 17세에 자신의 곡을

처음 발표하게 된다. 이때 그는 YOUNG ARTISTS'

COMPETITION에 참가하여 'Melodia'라는 피아노 작품을 연주하게

되는데 우승은 하지 못한다. 아르보 패르트는 스스로 이 곡이 라흐

마니노프의 영향을 받아 쓴 곡이라 하고 있다.2)

1954년, 19세가 된 패르트는 탈린에 있는 중급 음악학교(Music

Middle School)3)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해리 옷차

(Harri Otsa)를 만나 작곡을 배운다. 그는 탈린 중급학교에서 작곡

1) 에스토니아 북부의 작은 마을.

2) Paul Hillier, Arvo Pärt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 26

3) 탈린중급 음악학교는 중학교가 아닌 대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음악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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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론, 피아노, 음악사, 음악분석 및 민속음악을 배우게 된다. 입학

후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는 갑자기 군대에 가게 되는데 군악대에

서 오보에와 타악기를 연주한다.

사실 그는 군 생활 중에 심각한 신장질환을 얻고 그 후 10년 동안

고생하게 된다. 아르보 패르트는 당시를 회상하며 ‘작곡자로서 도움

이 되는 시기였지만 참으로 힘든 시간 이었다’4) 고 말했다. 제대 후

학교에 돌아온 패르트는 1956년부터 57년까지 벨요 토르미스(Veljo

Tormis)에게 사사하고 중급학교를 졸업한다.

1957년 가을, 중급학교의 다음 과정인 탈린음악원(Tallinn

Conservatory)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헤이노 엘러(Heino

Eller)선생님을 만난다. 그는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였는

데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 음악원에서 레오폴트 아우어

(Leopold Auer)에게 바이올린을 배웠으며 글라주노프(Glazunov)와

작곡을 공부하였다. (아르보 패르트는 글라주노프를 자신의 음악에

있어 할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하였다.)5) 패르트가 엘러와

공부를 시작했을 때 엘러는 이미 70세였는데 그는 아르보 패르트에

게 스승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1960년대 초반에 아르보 패르트는 12음렬(12-tone)로 쓰인 악보를

발견하게 되고 Eimert6)와 Krenek7)의 책을 보고 스스로 음렬음악을

4) Ibid., p. 27

5) Susan Bradshaw, "Arvo Pärt", Contact 26, 1983, p. 25

6) 아이메르트(Herbert Eimert)는 전자음악의 창시자로 불리는 독일의 음악학자 이자 작곡

가이다. 패르트는 그의 저서 Lehrbuch der Zwölftontechnik (Wisbaden, 1953)를 공부

하였다. 

7) 크레네크(Ernst Kremek)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작곡가로, 패르트는 그의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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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한다. 당시 에스토니아에서는 베베른(Webern), 불레즈(Boulez),

노노(Nono)와 같은 현대음악 작곡가들의 곡을 거의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적은 양의 자료와 불법테이프를 통해서 음악을 접할 수 있

었다.

탈린 음악원에서 엘러와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패르트

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된다. 그는 1958년부터 에스토니아 라디오

방송국에서 음향감독 및 영화와 연극음악 작곡가로 일하게 된다. 이

직업은 1963년 패르트가 탈린음악원을 졸업한 후에도 이어져 1967

년까지 계속된다. 졸업 후 출판된 그의 초기작품으로는 신고전주의

경향의 곡인, 2개의 소나타와 파르티타가 있다.

1960년에 쓴 패르트의 첫 오케스트라 작품 ‘Nekrolog’8)는 12음 기

법을 사용한 작품으로 에스토니아에서 발표된 최초의 음렬음악이었

는데 이로 인해 큰 비난을 받게 된다. 이는 변방에서 들어온 것들을

배척하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는데, 이때를 패르트는 이렇

게 말한다.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의 화나는 순간들이 있었다. 1960년 나의 첫

번째 오케스트라 작품 ‘Nekrolog’를 작곡했을 때 처음 겪었다. 나는

당시 탈린의 음악원 학생이었는데, 그 시대 작곡가들이 흔히 사용하

지 않았던 12음 기법을 사용하여 곡을 썼다. 그 결과로 유명한 비평

가들로 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12음 기법이 탄생한 서부에서

Studies in Counterpoint-Based on the Twelve-Tone Technique (New York, 1940)

를 공부하였다. 

8) Nekrolog Op.5 for Orchestra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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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것들은 가장 적대적인 것이었다."9)

이 시기에 패르트는 음렬주의와 콜라주 기법10)을 사용하여 많은

곡을 작곡하였으며 그의 음악은 여러 나라에서 연주되었다.

패르트는 어린이들을 위한 곡들도 작곡하였는데 1962년에 모스크

바에서 열린 ‘소비에트 연방신인 작곡가 경연대회’(All-Union

Young Composers' Competition)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칸타타 ‘우리

들의 정원’(Meie Aed)과 오라토리오 ‘세계의 큰 걸음’(Maailma

samm)이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1968년 피아노, 합창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사도신경’(Credo)

을 발표하면서부터 그는 작곡활동에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당시 소

비에트 연방에서 금지되었던 종교적인 제목에서부터 당국의 미움을

사게 되어 작곡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공산주의 체제의 소비에

트 연방에서는 국가이념 외의 다른 사상이나 종교를 가질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패르트는 몇 년간 작곡을 거의

멈추게 된다. 그 충격은 음악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큰 영

향을 미치게 되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겪게 된

다. 그 후 1970년대 초반에 패르트는 두 번째 부인인 Nora와 결혼

하고 러시아 정교회의 신자가 되면서 힘을 되찾고 새로운 변화를

꾀하게 된다.11)

9) Martin Elste, 'An Interview with Arvo Pärt', fanfare, Ⅱ/4 (Mar./Apr. 1988)

10) 콜라주(Collage)는 ‘붙이다’라는 뜻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음악이나 Ambience(일상적

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 기계음 등)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콜라주 기

법이라고 한다. 콜라주 기법이 처음 사용된 패르트의 음악은 Collage sur BACH (1964)

이다.

11) Hillier,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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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부터 그는 러시아 정교회의 예배음악,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

에 프랑스의 작곡가 기욤 드 마쇼(Guillaume de Machaut), 요하네

스 오케겜 (Johannes Okeghem), 야콥 오브레히트(Jacob Obrecht),

조스캥 데 프레(Josquin des Prez)의 코랄 작품을 연구하면서 중세

와 르네상스 음악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이의 결과로 1971년에

는 ‘교향곡 3번’(Symphony No.3 for orchestra)을 작곡한다. 세 악장

으로 이뤄진 이 교향곡은 고음악(early music)의 영향을 받아 이전

과는 다른 작곡방식을 보여준다. 여러 가지의 요소가 섞이지 않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작곡하기 시작한다.

패르트의 새로운 작곡방식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곡은 1976년 작곡

된 ‘알리나를 위하여’(Für Alina)이다. 이 곡은 극단적인 고음과 저

음, 지속음으로 이루어진 조용하고 아름다운 단순한 작품이었으며

이와 같은 패르트의 새로운 작곡방식을 ‘틴티나불리’(Tintinabuli)라

불렀다. ‘알리나를 위하여’는 패르트가 틴티나불리 기법을 처음 사용

한 곡이다.

“그것은 나의 새로운 세계의 첫 작품이었다. 여기서 나는 작고 단

순하고 규칙적인 3화음 라인을 발견하였다”(Arvo Pärt)12)

패르트는 1979년 소비에트 연방을 떠나게 되는데 당시 유대인이었

던 아내가 유대인들의 이주에 동참하려 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예

술 활동의 제약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원래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였으나 불확실한 목적지를 가지고 이동하던

중, 빈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우연히 유니버셜 출판사

12) 하순봉, “Arvo Pärt, 그 영혼의 울림.”, 음악과 비평,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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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Edition)의 대표자를 만나면서 그의 도움으로 오스트리아

에 머물게 된다. 그 후 그들은 소비에트 연방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얻는다.13) 나중에는 독일정부의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베를린에 정착하게 된다.

베를린에 정착한 후 그의 음악은 자주 연주되었고 큰 인기를 누렸

다. 이때부터는 종교음악을 많이 작곡하기 시작하였는데 1982년에는

‘요한 수난곡’(St. John Passion), 1984년부터 1986년 사이에 ‘테 데

움’(Te Deum), 1994년에 ‘리타니’(Litany), 1989년에 ‘마니피카

트’(Magnificat) 그리고 1990년에는 ‘팔복’(The Beatitudes) 등을 작

곡하였으며 이 작품들은 세계적으로 자주 연주되고 있다. 패르트는

탈린과 베를린을 오가면서 활동하다가 독일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

다.

패르트는 50여개가 넘는 영화음악 작업을 하였으며, University of

Sydney, University of Tartu, University of Durham, University of

St. Andrews 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또한 2007

년에는 프랑스의 Harmonia Mundi 음반사로부터 최고의 합창 음반

상을 받았으며, 2008년에는 덴마크의 뢰종 도뇌르(Legion

d'honneur)로부터 음악상을 받았다. 2008년 작곡된 교향곡 4번은

2009년 LA의 디즈니 홀에서 초연되었으며 Grammy for Best

Classical Contemporary Composition 부분의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는 오랫동안 머문 베를린을 떠나 탈린에 거주하며 꾸준한 작

품 활동을 하고 있다.

13) Hillier,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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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르보 패르트 음악의 특징:

Tintinnabuli 틴티나불리 양식

Tintinnabuli의 어원은 Tintinnabulum이라 불리는 종(bell)으로부터

나왔는데 이는 라틴어로 중세시대 교황의 행렬에 사용되던 작은 종

들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아르보 패르트 자신이 자신의 음악에 스

스로 붙인 이름이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 선율과 3화음의 조합으로

두 조합의 울림이 종소리와 같다 하여 Tintinnabuli라는 이름이 붙

여졌다.

“Tintinnabulation은 내가 나의 인생, 나의 음악, 나의 일에서 대답

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나에게 있어 어두운 시간에 있을 때 한 가

지 외의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꼈다. 복잡한 것들이 나

에게 혼란만 주었고 그래서 나는 화합을 찾아야만 했다.

이 한 가지는 완벽한 것들에 쌓여 감추어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

지 않은 것들이 모두 사라지면 그것이 바로 Tintinnabli와 같다. 나

는 한 음이라도 아름답게 연주되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

의 음, 하나의 쉼표, 고요한 순간들이 나에게 위안을 준다. 나는 한

성부나, 두 성부 같이 아주 작은 요소만 가지고 작업한다. 3화음과

특정한 조성, 이러한 가장 원초적인 재료만을 가지고 쌓아간다. 3화

음의 세음은 마치 종소리와 같다. 이것이 내가 Tintinnabuli라 칭하

는 이유이다."14)

14) Arvo Pärt, quoted in the sleeve-note to the ECM disc Tabula R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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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틴티나불리 양식의 탄생 배경

(가) 음악사적 배경

음악의 시작은 조성과 함께하지 않았다. 고대음악부터 중세, 르네

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조성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러

나 그와 비슷한, 중심음을 잡는 개념으로 선법이라는 음소재를 사용

하기 시작하여 교회 음악을 발전시켰다.

본격적으로 조성음악이 나타나게 된 것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부

터 일 것이다. 바하는 음의 조율법 까지 새롭게 창안하며 (평균율

– 이 평균율 조율법을 위한 프렐류드와 푸가 모음곡집도 있다.)15)

음악의 발전에 힘을 썼고 그 결과 향후 300여 년간의 조성을 기반

으로 한 음악세계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 후 음악에서 조성이라는 도구는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생각되어

베토벤, 브람스 등 수많은 당시의 급진주의적인 화성 어법을 사용한

작곡가들도 조성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진 않았다. 그들이 조성을

벗어날 생각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조성 없이는 음악이 존재할 수

없다고 여겨서 그리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쨌건 당시 모든

작곡가들이 조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든 작품을 탄생시켰으니

한 시대의 음악을 조성이라는 도구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15) Donald J. Grout, 민은기 외 역,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이앤비플러스, 2007), p.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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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성향은 후기 낭만주의 음악에서 조금씩 붕괴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구스타프 말러는 그때까지 볼 수 없었던 여러 대리화음 (기

능화성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같은 기능이지만 화음을 구성하는 음

들이 다름) 들과 파격적인 불협화음들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자신의

음악에서 불러 일으켰고, 브루크너는 부동화성 (둥둥 떠다니는 물체

에 비유한 개념이다. 즉 어느 한 조성에 정착하지 않고 이 조성, 저

조성 왔다 갔다 하며 음악의 중심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화성어법) 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자신의 곡에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바그너에 이르러 극대화된다. 바그너는

Tristan Chord (구성은 반감 7화음과 같다.) 라는 개념을 도입해 보

다 자유로운 전조를 가능하게 했으며 그의 음악극 작품 (바그너는

자신의 작품들이 더 이상 오페라로 불리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스스로 만든 개념인 음악극 이라는 개념으로 불리어지길 원했다.)

에서는 한 막이 끝날 때까지 종지가 나오지 않고 계속 이야기와 음

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화성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들로

인해 한 음악 안에서 어떠한 특정 조성이 음악을 지배하는 일이 점

점 없어지게 되었고 조성의 유지 또한 무의미한 일이 되고 있었다.

<악보 1> Tristan Chord

‘트리스탄과 이졸데’ 제1막 전

주곡의 첫 부분으로써, 트리스

탄 코드가 나온 이후 a minor의

V도로 첫 프레이즈를 끝맺는다.

20세기 초에 쇤베르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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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 년간의 음악사를 뒤집는 작품을 발표한다. 피아노 모음곡 ‘3

Klavier Stucke’ 에서 바하의 조성 확립 이후 최초로 조성을 버린

음악 – 즉 특정 중심음과 음 간의 관계 등을 버린 음악을 선보인

다. 후에 이 기법은 무조음악이라는 사조로 발전하게 되고 쇤베르크

는 무조음악이라는 틀 안에서 12음기법,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킨 음

렬이라는 기법까지 확립해 나간다.

이 쇤베르크의 음악은 20세기의 음악의 방향을 두 갈래로 나눠 놓

았는데 하나는 쇤베르크의 아방가르드 적인 음악적 움직임을 계승

하여 음악에 있어서의 조성은 선택적인 사항이었다고 주장한 베베

른, 알반 베르크 등의 무조음악가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무조음악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할 수 있으며 대중들에게 전혀 감성적으로 어필

하지 못한다는 입장에 섰던 사람들이다. 이 중 후자에 섰던 사람들

은 각자 자신만의 독자적인 음악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대표적인 인

물이 힌데미트, 스트라빈스키 등이다.

특히 스트라빈스키는 ‘병사의 이야기’나 ‘결혼’, ‘바이올린 협주곡’

같은 작품을 통해 고전주의라는 사조를 만들어 내었으며 과거로의

회귀를 꿈꾸었다. 이와 같이 음악에 있어서의 아방가르드적 움직임

에 반하여 과거로 회귀하고 과거로부터 음악적 소재를 찾아내는 작

곡가들이 많아졌고 그 흐름에 따라 제 3세계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등으로 대표되는 과거 음악사를 이끌어왔던 국가가 아닌

나라들) 국가들의 신흥 작곡가들은 이러한 흐름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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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펜데레츠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한 작곡가 중 한명이었

다. 그는 과거의 교회 음악에서 모티브들을 차용하여 자신의 작품에

적용시켰다. 또한 그레고리안 성가 등의 고대음악을 연구하여 자신

만의 다른 어법을 통해 조성음악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였고

(‘누가수난곡’ 이 대표적인 조성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다.) 과거의

음악 안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2006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열린 그의 특강에서

직접 말한 바 있다.

아르보 패르트는 이러한 20세기 음악 사조의 흐름 속에서, 20대에

는 음렬기법으로 된 곡을 많이 썼고 ‘Credo’ 라는 작품을 기점으로

과거회귀적인 작품들을 많이 썼다. 이 같은 작곡기법의 큰 변화는

1960년대 펜데레츠키의 ‘누가수난곡’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그리고 그만의 화성어법인 ‘틴티나불리’

를 창안해내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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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배경

앞에서 말했듯이 패르트가 살던 에스토니아는 소비에트 연합 안에

속해 있었고 예술가들은 자유롭지 못하였다. 당시 전쟁과 이념의 대

립으로 인해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자기나라 것을 지키고, 외부의 것

은 배척하는 분위기였으므로 작곡가 뿐 만 아니라 작가, 미술가 등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정부의 감시를 받으며 작업하였으며 때로는

정부의 지시에 충족되는 무언가를 만들어 내야만 했다. 당시의 러시

아 작곡가였던 쇼스타코비치와 프로코피에프 또한 정부가 원하는

음악을 썼었다. 그러한 시기에 패르트는 1960년 12음 기법을 사용한

‘Nekrolog’(추도사)를 작곡하게 된다. 당시 구소련에서는 러시아 외

의 나라에서 들어온 것들은 모두 배척하며 비판했는데 패르트가 에

스토니아 사람으로서 12음 기법을 처음 쓰게 되면서 큰 논란을 일

으켰다.

논란 속에서도 ‘Nekrolog’는 대중적으로 성공하였으며 패트르의 뛰

어난 작곡능력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곡에서 12음

기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비난을 받게 된다. 1962년에 소비

에트 연방에서 All-Union 작곡가들의 회의가 열렸는데 총무였던 크

레니코프는 12음기법을 쓰는 작곡가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패트르의 Nekrolog같은 작품은 12음 기법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

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이 곡은 파시즘(Fascism)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바쳐졌고 외국의 ‘아방가르드’한 예술가들의 것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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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니고 있다. 초 표현주의 (Ultra-expressionistic), 공포, 테러,

절망과 실의에 대한 자연주의적인 묘사... 우리는 이러한 아방가르드

부르주아적인 음악의 표현기법을 사용한 시도들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그들의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16)

이처럼 당시의 구소련은 다른 나라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보수

적인 곳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패르트는 예술가로써의

자유를 누리기 힘들었다.

(다) 종교적 배경

패르트는 사회적 통제 속에서도 1968년 Credo(사도신경)17)을 발표

하였고 이것은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구소련 당국에 의해 연주가

금지된다. 종교적인 음악은 허락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과 억압으로부터 힘든 시기를 겪은 패르트는 1972년에

chanting, 무반주의 합창음악 그리고 종(bell)을 중요시하는 러시아

정교회의 신자가 된다. 이때부터 그의 음악은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의 음악은 간단하고(simple) 고요한(silence) 부분이 많기 때문에

16) Boris Schwarz, Music and Musical Life in Soviet Russia 1917-81, (Bloomington, 

Ind., 1983, p. 346

17) 이 곡은 패르트가 콜라주 기법을 사용한 마지막 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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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인 느낌을 준다. 실제로 그는 러시아 정교의 일원으로 활동하였

으며 수도원에서 생활한 적도 있다. 이러한 부분이 음악에 많은 영

향을 주었다.

패르트가 처음에는 종교적인 텍스트를 사용하여 곡을 쓰더라도 예

배음악이 아닌 콘서트를 위한 음악을 썼으나, 나중에는 특별히 예배

를 위하여 곡을 쓰기도 했다.18)

그러나 그는 러시아 정교 하나에만 집착하기 보다는 다른 종교에

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종교에서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 노

력했다. 이러한 그의 종교에 대한 생각은 다음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종교는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19)

"난 눈을 감고 제스처를 만듭니다. 난 그 제스처들이 카톨릭인지

러시안 정교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진실하다면 그것이 전부입니

다."20)

그의 음악은 하나의 종교를 위한 것은 아니다. 러시아 정교와 가톨

릭 그리고 개신교의 음악적 유산이 모두 융합되어 있다. 패르트는

종교가 어떻게 그의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가 보다도 진실된 창작

행위를 찾으려 노력했다.21)

18) Andrew Shenton, Arvo Pärt: in his own wor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112

19) Jamie McCarthy, "An interview with Arvo Pärt," Musical Times 140/1868 (Fall, 

1999), p. 22

20) Quoted in Kazimierz Ploskon, "Arvo Pärt," Musical Times 130/1753 (March 

1989), pp.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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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arly Music의 영향

Credo의 작곡 이후, 잠시 휴식기를 가지는 동안 그는 작곡을 아주

멈춘 것은 아니었고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탐험을 하고 있었다. 하

나의 라인(line)으로 곡을 쓰는 방법이나, 몇 개의 음만을 조합해서

곡을 쓰는데 몰두하던 시기였다. 그는 처음에 그레고리안 성가와 초

기 다성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한다.

“당시 내가 배운 학교에서의 교육에서는 고음악(early music)이 포

함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도 많지 않았다...

나는 그레고리안 성가, 플랑드르 악파의 음악(Franco-Flemish

music), 오브레히트(Jacob Obrecht), 오케겜(Johannes Okeghem)과

조스캥 데 프레(Josquin des Prez)의 음악에 대해 공부하였다.”22)

이처럼 Tintinnabulation은 패르트가 마쇼(Guillaume de Machaut)

나 조스캥 데 프레와 같은 작곡가들과 알리기에리 단테(Alighieri

Dante)23)나 중세의 시인 쇼타 루스타벨리(Shota Rustaveli)24)같은

작가들을 공부했던 성찰의 시기 다음에 탄생했다. 이에 대해 패르트

는 이렇게 말하였다.

21) Jamie McCarthy, "An interview with Arvo Pärt", Musical Times, Vol. 130, (Mar., 

1989), p. 132

22) 13세기 이탈리아의 시인. 예언자, 신앙인으로서, 이탈리아뿐 아니라 전 인류에게 영원불

멸의 거작 《신곡》을 남겼다.

23) 조지아(그루지야)의 민족시인으로 타말라 여왕의 궁정시인으로 활동하였다. 조지아 문학

의 모태가 된 장편 서사시 《표범의 가죽을 입은 용사》는 중세문학의 최고봉으로 꼽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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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고리안 성가는) 우주의 비밀은 두 세음을 결합하는 예술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다. 그것은 12음 기법 작곡가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다."25)

이렇듯 사회적인 영향과 개인적인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 패

르트는 그 만의 새로운 색깔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는 ‘3화

음’이라는 것을 음악의 중심에 두기 시작한다. 이와 동시에

Tintinnabulum이라 불리는 작은 종(bell)의 딸랑거리는 소리의 울림

에 관해서 관심을 같게 된다.

종소리의 자연스러운 울림은 서양의 음악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종을 치고, 종소리가 한번 울리면 첫 울림이 멎은 후에도 배음들의

여운이 울리는 잔상이 남는데, 이런 효과를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

틴티나불리 이다. 중세의 그레고리아 선법적인 단순 선율을 만들고,

그 근음위에 3화음을 이루는 음 3개를 지속적으로 울리면서 이러한

음향효과를 얻는다.

25) Andrew Shenton, Arvo Pärt: In his own wor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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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intinnabuli 양식의 원리

(가) 기본 원리

틴티나불리 양식은 멜로디와 화성간의 수평과 수직을 연결해주는

간단한 시스템에 기초하고 있다. 중세와 초기 르네상스 시대 다성음

악 에서는 화성이라는 것이 여러 구성 성부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졌

기 때문에 화성적 분석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될 정도였다.

틴티나불리 음악 또한 하모니가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 하모니의

틀이 차차 음악적인 라인을 만들도록 되어있다. 그러면서 다른 두

종류의 멜로디의 움직임이 새로운 울림을 만드는 것이다. 그 울림에

서 3화음과 온음계적 불협화음이 생겨난다. 이는 한 순간이 시간 속

에 퍼져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틴티나불리 음악의 특징적인 음

색은 온음계적 스케일과 3화음의 아르페지오가 어우러지면서 나타

난다.

이러한 작곡기법은 패르트 자신에게서 나온 특정한 것이지만 고음

악(early music)을 공부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틴티나

불리는 단지 선율과 3화음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규

칙들을 가지고 있다.26)

26) Hillier, p. 90



- 20 -

틴티나불리 양식으로 쓰인 패르트의 첫 작품은 Für Alina(1976)로

패르트 만의 새로운 목소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고대의

(ancient) 느낌이 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소리를 들려주는데 이는

틴티나불리의 특색을 잘 보여준다. 두 개의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있

으면서 하나의 요소는 차례차례 움직이고, 다른 하나는 3화음으로

음들 안에 채워져 있다. 조바꿈이나 반음계, 박자의 변화도 없다.

참고 - <악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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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 Für Al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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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르트의 틴티나불리 양식으로 쓰여 진 곡들은 ‘이 곡은 어떤 조성

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조성음악처럼 들리긴 하지만 기능화성적인

역할을 하는 조성음악이 아니기 때문이다.

패르트는 음렬음악을 작곡할 때에도 조성의 영향을 받은 음악들을

썼었다. 그것은 조성이라는 것을 작곡기법으로 사용했다 라기 보다

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인 것 이였다. 그는 콜라주 기법의 곡을 쓸

때에도 자유롭게 조성적인 요소를 쓰거나 장3화음으로 곡을 시작하

거나 끝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조성음악과 음렬음악 또는 다른 현대적인 요소를 섞어 쓰

는 것, 콜라주 기법이나 초기음악을 인용하는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패르트 만의 것이 아니라 20세기의 특징이라고 말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음악에서 뿐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패르트는 다른 스타일의 것들이 합쳐지는 것이 이상하고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는 이러한 통합이 밖에서 취해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음악적인 표현들로부터

만들어지길 원했다. 그래서 그는 작곡하는 것을 잠시 접어 두고, 음

악의 본질에 다가가는 것에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음악의 기본

적인 표현으로써 조성의 개념을 다시 세우려 하였다.

이러한 음악언어에 대한 재정비가 그저 옛것을 가져다 쓰는 것이

라 보는 사람도 있겠으나 패르트가 생각한 조성이라는 것은 고전과

낭만시대에서처럼 기능적인 것이 아니었다. 많은 작곡가들이 이와

비슷하게 조성이라는 것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패르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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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독창적이며 자신을 또렷하게 드러내는 작곡가는 많지 않다.27)

많은 사람들이 틴티나불리의 여러 면이 선법과 비슷한 면을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조바꿈, 반음계가 없으며 기능적인 느낌의 화성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긴장과 해결의 기능을 해주지 않기 때문

이다. 또한 그의 음악에서 지속되는 3화음이 선법음악에서의 지속저

음을 생각나게 한다.

하지만 패르트의 틴티나불리는 3화음과 선법을 새롭게 조합하여

만든 그 만의 음악체계이다.

27) Hillier, p. 91



- 24 -

(나) Tintinnabuli 양식의 규칙

틴티나불리는 두 개의 간단한 요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있다. 그

두 개의 요소는 Melodic line과 3화음(triad)이다. 멜로디 라인 한음

한음에 따라 3화음이 변화해 가면서 소리가 지속된다.

틴티나불리는 두 성부로 이루어지는데, Arvo part의 책을 쓴 힐리

어(Hillier)는 이것을 간결하게 말하기 위해서 ‘M-Voice'와

'T-Voice' 라고 칭했다.

M은 멜로디(melody)와 음계(mode)를 뜻하는 것이고 T는 3화음

(triadic)과 틴티나불리(tintinnabuli)를 의미하는 것이다. T-Voice와

M-Voice는 서로 규칙 안에서 관계를 맺는데 그 규칙은 다음과 같

다.

a. alternating

b. superior

c. inferior

a는 기본기법으로 M-Voice 주변의 T-voice가 위에 혹은 아래에 쌓

이는 형태를 말하며 서로는 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b는 M-voice위에 T-voice가 위치한다.

c는 M-voice아래에 T-voice가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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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와 c에서 T와 M이 서로 가까이에 위치하는 것을 1st

position이라 하고 거리를 두고 움직이는 것을 2nd position이라 한

다.28)

<악보 3>

alternating

1st position, superior

2nd position, superior

1st position, inferior

2nd position, inferior

28) Hillier,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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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Fratres for Violin and Piano

(1977, 1980) 분석

1. 작품에 대한 기본 설명

아르보 패르트의 작품들 중 작곡가 자신에 의해 가장 다양한 편성

으로 편곡되어 있는 곡인 ‘Fratres’는 한글제목으로 ‘형제들’ 혹은 ‘수

도승들’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다. 이 작품은 그의 ‘틴티나불리’ 작

법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기본 테마와 그에

대해 변형된 반복들로 곡이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골격은 각 악기

편성별로 같으나 세부적인 음들의 쓰임에 있어서는 각 악기의 특성

을 고려하여 쓰였다.

1977년 최초 발표 당시에는 현악 5중주와 관악 5중주 편성으로만

발표하였으나 이후 15년간 꾸준한 편곡을 통해 세상에 발표된

Fratres 작품은 10가지가 편성으로 연주가 가능하기에 이른다. 1997

년에는 Hungarian State Opera Orchestra 에 의해 최초로 오케스트

라 버전 연주가 이뤄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버전의 연주가 가능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곡의 구

성에 있어서의 간결함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속저음과 반복되는

틴티나불리에 의한 화성, 그리고 변형되는 요소도 멜로디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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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Fratres의 서로 다른 편성으로 이루어진 작품 목록이다.

<Strings and percussion>

<Violin, strings and percussion>

<String quartet>

<Cello and piano>

<4, 8, 12 ... Cellos>

<Wind octet and percussion>

<String quintet>

<Wind quintet>

<Violin and piano>

<Viola and piano>

<Saxophone quartet>

<Guitar, string orchestra and percussion>

<Percussion quartet>

<Trombone, string orchestra and percussion>

<Cello, string orchestra and percussion>

<Symphonic orchestra>

<String orchestra>

주로 현악편성으로 이루어진 버전이 많고 그 외에 Percussion이 들

어간 편성이 많은데 주로 marimba, glockenspiel, vibraphone,

woodblock이 사용되었고, 이러한 타악기는 벨(bell)의 소리를 형상화

하는 틴티나불리 기법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악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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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디              구      성

1-6 Introduction

7-8 지속저음

9-14 Theme

15-16 지속저음

17-22 Var.1

23-24 지속저음

25-30 Var.2

31-32 지속저음

33-38 Var.3

39-40 지속저음

41-46 Var.4

47-48 지속저음

49-54 Var.5

55-56 지속저음

57-62 Var.6

63-64 지속저음

65-70 Var.7

71-72 지속저음

2. Fratres 작품 분석

(1) Fratres의 기본 구조와 테마

<표 1> Fratres 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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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Introduction에서는 장장 2페이지에 이르는 그러나 6마디에 불

과한 바이올린 솔로의 아르페지오가 등장한다. 멜로디 성부는 가장

낮은음에 위치한다.

<악보 4> 첫 Introduction의 바이올린 솔로

이 곡은 a minor chord와 d minor scale의 구성음을 사용하고 있

다. 이는 바이올린에서 개방현을 공통음으로 잡을 수 있는 화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패르트가 이 화음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악기들의 특성에 따라 이곡은 다른 chord와 scale을 가지고

발표되었는데 대표적으로 4, 8, 12 ... Cello 의 편성을 위한 곡에서는

지속저음을 개방현인 G, D 로 연주하여 깨끗한 울림을 만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곡 전체를 G chord를 중심으로 작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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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변주사이에 등장하는 지속저음 (7~8 마디)

<악보 5>는 바이올린의 Introduction 직후의 두 마디 이다.

이 마디부터 피아노는 A와 E, 완전5도 음정을 계속해서 연주한다.

피아노는 멜로디를 연주할 때에도 A와 E 음정을 페달 포인트처럼

곡 전체를 통해서 연주하고 있지만, 멜로디 연주 후 등장하는 위의

두 마디를 통해 리듬을 넣어 연주하여 변주를 마무리한다. 이와 같

은 지속저음 부분은 각 변주 사이사이에 모두 들어간다. 이는 오스

티나토 베이스(Ostinato Bass)29)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베이

스가 반복될 때마다 다른 성부에 새로운 선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변주곡 형식에 쓰인다. 또한 무소륵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에

서 각 작품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프롬나드’(Promenade) 와도 유사

하다. 그리고 테마는 그 뒷부분에 의해 7가지 모습으로 변형된다.

그리고 그 변형은 바이올린 솔로에서 나타나게 된다.

29) 오스티나토(Ostinato)는 ‘고집스러운’ 뜻의 이탈리아어이며 반복선율이 베이스 성부에 

나올 때 오스티나토 베이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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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피아노의 테마와 바이올린의 틴티나불리 선율

3개의 음으로 구성된 화음들의 연속체인 틴티나불리를 이용한 테

마이다. 테마는 6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테마를 다시 구분하면

앞의 3마디와 뒤의 3마디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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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테마의 구성 1

<악보 7>은 테마 부분의 앞 3마디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첫

마디의 이중 보조화음 격으로 쓰였던 두 화음이 각각 그 방향성을

유지하며 4분음표 한 개의 음가만큼 길이를 연장시키는 모습이다.

결국 3번째 마디에서의 상성 멜로디는 도#-시b-라-솔-파-미-레-도

# 에 이르는 d minor 화성단음계의 스케일을 구성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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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테마의 구성 2

<악보 8>은 테마의 첫 번째 마디와 4번째 마디를 보여주고 있다.

첫 마디에서 쓰였던 이중보조화음들의 방향이 바뀌어 ( Reverse ) 4

번째 마디에서 나타난다. 여기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첫 화음과 마

지막 화음 그리고 지속 저음이다.

그리고 첫 번째 마디가 앞의 <악보 8>에서와 같이 총 3마디에 걸

쳐서 길이를 확장하듯이 4번째 마디도 6번째 마디까지 총 3마디에

걸쳐서 앞의 <악보 8>과 같은 방식으로 길이를 연장해나간다. 참고

– <악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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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테마의 구성 3 – 4~6마디

1-3마디에서와

같이 첫 화음과

마지막 화음

사이의 구간이

점점 넓어지는

형태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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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악보 10>과 같이 이 곡의 Rehearsal Number 는 각 변주의 시작

부분에 표시되어 있다. 지속저음 부분에는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각 변주 하나하나와 지속저음 부분, 이 한 쌍은 서로

세트를 이루어 하나의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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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ratres에서의 틴티나불리 양식

Fratres는 틴티나불리 양식의 모든 기본적인 규칙을 다 담고 있는

데 패르트가 이전에 쓴 틴티나불리 양식의 곡과는 다른 새로운 요

소들이 쓰여 졌다.

패르트는 이곡에서 틴티나불리 성부에 대한 대선율 격으로 두 개

의 멜로디 성부를 썼다. 이 멜로디 성부에서 증2도인 C#과 B♭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멜로디는 초기에 틴티나불리 기법을 사용하여

쓴 곡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 곡에서 틴티나불리 성부는 규

칙을 엄격히 따르는데 a minor의 으뜸화음만 사용하였으며, 맨 처음

부분을 제외하고는 a minor의 으뜸음과 딸림음인 A와 E가 지속저

음으로 연주된다.

Fratres는 두 개의 멜로디 라인과 한 개 또는 두 개의 틴티나불리

라인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멜로디 라인은 C# - B♭ -D - C# 으로 시작되는데 이 4

음을 기초로 해서 음악이 발전해 나간다. 이 4음의 멜로디 라인은

음악의 모티브가 되어서 C#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멜로디 라인은 항

상 C#에서 시작하여 다음 마디마다 두음 씩 더해지다가 다시 C#으

로 돌아오는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발전하면서 멜로디 라인은 d

minor scale의 음정을 모두 가지고 있게 된다.

두 번째 멜로디 성부는 첫 번째 멜로디 라인보다 10도 위에 위치

한다. 그 사이에 틴티나불리 성부가 있는데 a minor 의 3화음을 연

주한다. 이 틴티나불리 성부는 첫 번째 멜로디 성부에 대해서는

superior, 2nd position이고 두 번째 멜로디 성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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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rior, 2nd position이라고 말할 수 있다.

멜로디의 시작음 이었던 C#은 6마디 패턴이 지나면 바뀌게 된다.

이 시작음은 3도씩 떨어지게 되는데 변주마다 시작음이 바뀌다가

마침내 다시 C#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곡 전체에서 나타나는 두 개의 멜로디 성부의 시작음은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악보 11>

틴티나불리 성부는 계속해서 같은 위치에서 진행된다. 앞에서 말

했듯이 첫 번째 멜로디 성부에 대해서는 Superior, 2nd position이고

두 번째 멜로디 성부에 대해서는 inferior, 2nd position의 위치에 있

다.

두 지속음인 A와 E는 항상 피아노의 왼손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는 바이올린 솔로 6마디 후 등장하며, 두 번째 변주에서는 바이올린

에도 등장한다. 이 지속저음은 곡 전체에서 변함없이 계속되어 베이

스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6마디의 패턴 이후에 등장하는 두 마디 에서는 항상 존재하는 지

Intro
테마 1변주

2변주

3변주

4변주 5변주

6변주
7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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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저음 A와 E외에도 바이올린의 G, D, A, E 개방현의 피치카토가

등장한다. 이것은 타악기의 효과를 준다. 이 두 마디의 요소는 곡의

마지막 부분에도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바이올린이 피치카토를 사

용하지 않고 콜레뇨를 사용하여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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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iolin 파트에 나타난 틴티나불리 양식

 

 처음 등장하는 서주의 바이올린 솔로는 4음의 아르페지오를 매우

빠르게 연주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한 음이 64분음표로 제시되어 있

어 바이올린 연주자는 4분음표의 박자 안에 24개의 음을 연주해야

한다.

4개의 음은 각각 다른 줄에서 연주되는데 첫 번째 멜로디 라인은

가장 낮은 음에 위치하여 G선에서 연주되므로 명확하게 멜로디가

잘 들린다. 두 번째 멜로디 라인은 10도 위, 틴티나불리 성부는 중

간에 위치한다.

두 개의 멜로디 성부가 연주되는 동안에 틴티나불리 성부는 한음

또는 두음이 연주되며 3마디 후에는 이 3마디의 라인이 뒤집어져있

는 형태의 음악이 나온다. 여기에서 패르트는 뒤 3마디의 틴티나불

리 성부를 앞과 같은 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a minor의 다른

음을 사용함으로서 다른 음색을 만들어 낸다.

<악보 12> 첫 6마디의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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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곡의 첫마디는 멜로디 성부가의 C#-B♭-D-C#형태이고

틴티나불리 성부는 A-E-C-A를 연주하고 있으며, inversion된 4번

째 마디에서는 멜로디 라인이 C#-D-B♭-C# 이고 틴티나불리 성부

는 A-E-A-A의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틴티나불리 성부는 다른 화

음들의 변화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a minor chord 의 세 음만

을 골라 연주되고 있지만 조성적인 느낌을 벗어나지 않도록 화음들

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진행되는 Introduction의 바이올린 솔로는 ppp로 시작하여

6마디동안 점차적으로 크레센도 되어 fff까지 도달하여 끝난다.

바이올린 솔로가 끝나고 피아노의 첫 주제 부분에서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A와 E, 5도를 함께 끌어주고 피아노가 멜로디 라인을

연주한다. 3마디 후에는 바이올린이 틴티나불리 성부를 하모닉스로

연주하는데 여기에서 첫마디는 피아노보다 두 옥타브 위에서, 두 번

째 마디는 한 옥타브 위에서, 세 번째 마디는 피아노와 같은 위치에

서 연주한다. <악보 13>



- 41 -

<악보 13> 테마 부분 3~6마디

4~6마디의 바이올린 부분에서 나오는 틴티나불리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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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변주에서는 바이올린 파트가 멜로디 성부와 틴티나불리 성부

를 모두 가지고 있다. 피아노는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정적인 움

직임을 보이는 반면 바이올린은 16분 음표를 레가토로 연주하게 되

는데 두 개의 멜로디 성부와 틴티나불리 성부가 섞여 연주된다.

<악보 14> 제 1변주 앞 2마디

<멜로디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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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변주에서는 여전히 피아노는 같은 패턴을 연주하지만 바이올

린은 f로 32분음표의 빠른 음표들을 연주한다. 여기에서도 바이올린

의 첫 두음은 첫 번째 멜로디 라인과 두 번째 멜로디 라인의 음정

을 포함하고 있으며 틴티나불리 성부도 포함하고 있다.

<악보 15> 제 2변주 앞 2마디

제 3변주에서는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mp로 고요한 분위기를 만든

다. 여기에서는 바이올린이 셋잇단음표로 진행되면서 첫 번째 멜로

디 성부를 8분음표 단위로 첫 음에 피아노와 같이 연주하게 된다.

패르트는 이 부분에 유일하게 rubato를 표기하여 바이올린 연주자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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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제 3변주 (멜로디 성부 표시)

제 4변주에서는 ff로 강렬한 더블스탑을 연주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는 바이올린 파트에서 멜로디 성부와 틴티나불리 성부가 확실히 나

누어져 나타난다. 이전에는 섞여있거나 한 성부만 등장하였으나 여

기에서는 멜로디 성부가 고음에서 6도의 더블스탑으로 연주되고, 틴

티나불리 성부는 개방현 A선과 E선으로 강하게 연주된다.

<악보 17> 제 4변주(네모-멜로디 성부, 동그라미-틴티나불리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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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변주는 바이올린에서 멜로디 성부와 틴티나불리 성부가 점차

적으로 합쳐지는 모습을 보인다. 첫 마디에서는 바이올린이 mf의 셈

여림으로 단선율의 틴티나불리 성부만 연주한다. 두 번째 마디에서

는 f의 셈여림으로 틴티나불리 선율과 첫 번째 멜로디 성부를 더블

스탑으로 함께 연주한다. 세 번째 마디에서는 ff로 두 개의 멜로디라

인과 틴티나불리 성부를 다 함께 연주한다. 뒤의 세 마디는 반대로

ff에서 mf로 내려오며 마무리된다.

<악보 18> 제 5변주

틴티나불리 성부
틴티나불리 성부 + 멜로디성부 1

틴티나불리 성부 + 멜로디성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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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변주는 마침내 멜로디의 시작음이 맨 처음테마와 같은 C#으로

돌아오게 된다. C#에서 시작해서 변주마다 3도씩 이동하였던 시작음

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여기에서 바이올린은 앞에서 피아노와

함께 틴티나불리 성부나 멜로디 성부를 연주한 것과 다르게 피아노

가 한 프레이즈 연주를 끝내면 그 다음에 등장한다.

<악보 19> 제 6변주

여기서 바이올린은 틴티나불리 성부나 멜로디성부의 음정이 아닌

A장조의 3화음을 연주한다. (물론 여기에 틴티나불리 성부와 멜로디

성부의 음정도 포함되어 있긴 하다.) 바이올린 성부는 mp로 연주되

는데 8분음표로 시작하여 셋잇단음표로, 그 다음은 16분음표로 음가

가 점점 짧아졌다가 다시 8분음표로 돌아오며, 음고 또한 하모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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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처음의 자리로 내려오게 된다.

마지막 변주에서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모두 pp로 연주하는데 바이

올린은 하모닉스를 연주하여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첫 두

박자는 바이올린이 연주하지 않고 세 번째 박자부터 함께 멜로디

라인을 연주하다가 마디의 마지막 두음에서는 멜로디 성부가 아닌

틴티나불리 성부의 음정을 연주하며 다음 마디까지 이음줄로 연결

지어 준다.

<악보 20> 마지막 변주 부분 – 사각형 표시된 영역은 바이올린이

틴티나불리 음을 별도로 연주하는 부분.

곡의 마지막 두 마디는 바이올린이 꼴레뇨로 개방현을 연주하며

마무리 짓는데 여기서 패르트는 non rit를 표기하여 음악이 끝나지

않고 ppp로 계속 될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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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지금까지 에스토니아의 작곡가 아르보 패르트의 음악세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현존하는 작곡가 중에 최고의 거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아르보 패르트 음악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음색

의 원천을 찾고자 했다. 현재 그에 관한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도 출판된 책이 있고, 많은 인터뷰가 이뤄지고 있는 것

을 보면 그는 대중이 사랑하는 작곡가임에 틀림없다.

필자는 현대음악에 관심을 두고 많은 현대음악을 듣고 연주

하려고 노력해 왔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현대음악이 실험적

이고 자극적인 요소들이 많다. 이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노력이며, 아르보 패르트 또한 무조음악과 12음렬로 만들어진

음악들이 유행하던 시기에 새로운 것을 추구함으로써 탈출구

를 찾으려 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보았듯이 그의 틴티나불리 양식이 나오기 까지

는 많은 영향이 있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 소비에트 연방

으로부터 엄청난 제재와 억압을 받아야 했으며 다른 나라의

음악을 접할 기회도 많지 않았다. 그러한 제한 속에서 불법테

이프로 쇤베르크의 음악을 듣고, 비평가들에게 손가락질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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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패르트의 틴티나불리 양

식이 탄생한 것은 러시아 정교회에 들어가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고음악(early music)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고

음악을 공부하고 들으면서 그도 마음을 치유하는 음악을 만들

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틴티나불리 양식은 멜로디 성부와, 3화음으로만 이루어진 단

순한 양식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엄격한 규칙과 이론이 숨어

있었다. 혹 연주자들은 간단해 보이는 악보를 보고 쉽다고 간

주하고 깊이 공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대

부분의 작곡가들이 한 음표도 의미 없이 쓰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음정을 선택하는가, 어떤 음가를 선택하

는가, 어떤 위치에 놓는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가, 어떤 음형

을 가지고 있는가 등등에 따라서 매우 다른 음색이 나올 수

있는 틴티나불리 양식을 보았을 때, 연주자 눈에는 그저 뭉쳐

있는 음정일지라도 한 음 한 음 고심하여 쌓아올려진 것이라

는 것을 깨달았다.

어쩌면 패르트의 음악은 옛 음악과 비슷한 음악이 아닌 현

대사회에 적격인 음악일지도 모른다. 패르트의 음악을 듣는 사

람들이 요즘 흔히 말하는 ‘힐링’의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정신

없이 돌아가는 현대사회와 빠르고 자극적인 음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패르트의 음악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음악으로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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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침묵과 고독의 음악이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고 얼마나 큰 힘을 지니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패르트의

음악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음악으로써 현대사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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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아르보 패르트 작품

목록

Vocal and choral works

• Our Garden for children's chorus and orchestra 

(1959/2003) 

• Solfeggio for chorus (1964/1996) 

• Credo for chorus, orchestra, and piano solo (1968) 

• An den Wassern zu Babel saßen wir und weinten for 

voices or choir and organ or ensemble (1976/1984) 

• Missa syllabica for chorus and organ (1977) 

• Summa for chorus (1977) 

• Sarah Was Ninety Years Old for three voices, percussion 

and organ (1977/1990) 

• De profundis for mens voices, percussion (ad lib.) and 

organ (1980) 

• Passio Domini Nostri Jesu Christi secundum Joannem for 

soloists, vocal ensemble, choir and instrumental ensemble 

(1982) 

• Es sang vor langen Jahren for alto, violin and viola (1984) 

• Wallfahrtslied for tenor or baritone and string quartet or 

string orchestra (1984/2000) 

• Te Deum for chorus, string orchestra and tape (1984–

1985/1992) 

• Stabat Mater for 3 voices and string trio (1985) 

• Magnificat for chorus (1989) 

• Miserere for solosts, choir, ensemble and organ 

(1989/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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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goróditse Djévo for chorus (1990) 

• The Beatitudes (1990) 

• Berliner Messe for SATB soloists or chorus with organ or 

string orchestra (1990/1992) 

• And One of the Pharisees for three voices (1992) 

• Litany for soloists, chorus and orchestra (1994) 

• Dopo la Vittoria for chorus (1996) 

• I Am the True Vine (1996) 

• Kanon Pokajanen for chorus (1997) 

• Triodion for chorus (1998) 

• Como cierva sedienta for soprano, chorus and orchestra 

(1998) 

• Cantiques des degrés for chorus and orchestra (1999/2002) 

• Cecilia, vergine romana for chorus and orchestra 

(1999/2002) 

• My Heart is in the Highlands for countertenor and organ 

(2000) 

• Which Was the Son of... (2000) 

• Littlemore Tractus for chorus and organ (2001) 

• Nunc Dimittis for chorus (2001) 

• Salve Regina for chorus and organ (2001) 

• Zwei Wiegenlieder for two women's voices and piano 

(2002) 

• Peace upon you, Jerusalem for female chorus (2002) 

• Most Holy Mother of God for four voices (2003) 

• In Principio for chorus and orchestra (2003) 

• Da Pacem Domine for four voices (2004) 

• L'Abbé Agathon for soprano, four violas and four celli 

(2004/2005) 

• Anthem of St John the Baptist written for St John's 

College, Oxford (2005) 

• The Deer's Cry written for chorus for Louth Contemporary 

Music Society, Ireland (2008) 

• Adam's Lament for mixed choir and string orchestr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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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ter unser (Our Father) (2011) 

Orchestral works

• Nekrolog for orchestra op.5 (1960) 

• Symphony No. 1: Polyphonic op.9 (1963) 

• Perpetuum mobile for orchestra op.10 (1963) 

• Symphony No. 2 for orchestra (1966) 

• Symphony No. 3 for orchestra (1971) 

• Wenn Bach Bienen gezüchtet hätte ... for piano, wind 

quintet, string orchestra and percussion (1976) 

• Fratres for chamber ensemble (1976 and on, many 

versions) 

• Arbos for brass and percussion (1977/1986) 

• Cantus In Memoriam Benjamin Britten for string orchestra 

and bell (1977) 

• Psalom for string orchestra (1985/1995/1997) 

• Festina Lente for string orchestra and harp (1988) 

• Summa for string orchestra (1991) 

• Silouans Song for string orchestra (1991) 

• Trisagion for string orchestra (1992) 

• Mein Weg for 14 string players and percussion (1999) 

• Orient &Occident for string orchestra (2000) 

• Lennartile / Für Lennart for string orchestra (2006) 

• La Sindone for orchestra and percussion (2006) 

• Symphony No. 4: Los Angeles (2008) 

Works for solo instruments and orchestra 

• Collage sur B-A-C-H, for oboe, string orchestra, 

harpsichord, and piano (1964) 

• Pro et Contra, concerto for cello and orchestra (1966, for 

Mstislav Rostropovich) 

• Credo for chorus, orchestra, and piano solo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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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ula Rasa, double concerto for two violins, string 

orchestra, and prepared piano (1977) 

• Fratres for violin, string orchestra and percussion (1992) 

• Concerto piccolo über B-A-C-H for trumpet, string 

orchestra, harpsichord and piano (1994) 

• Darf ich ... for violin, bells and string orchestra 

(1995/1999) 

• Lamentate for piano and orchestra (2002) 

• Passacaglia for violin, string orchestra and vibraphone 

(2003/2007, for Gidon Kremer's 60th birthday) 

• "Fratres" for guitar and orchestra (2005 recorded; Manuel 

Barreuco &Orquesta Sinfonica de Galicia) 

Instrumental works 

• Music for a Children's Theatre, Four Dances: Puss in 

Boots, Red-Riding-Hood and Wolf, Butterfly, Dance of the 

Ducklings, for piano (1956/1957) 

• 2 Sonatinen op.1, for piano (1958/1959) 

• Quintettino op.13, for wind quintet (1964) 

• Collage über B-A-C-H for oboe and strings (1964) 

• Für Alina for piano (1976) 

• Pari Intervallo for organ (1976/1981) 

• Variationen zur Gesundung von Arinuschka for piano (1977) 

• Spiegel im Spiegel for violin or cello and piano (1978) 

• Fratres (1977–1992) 

• Fratres for violin and piano 

• Fratres for strings and percussion 

• Fratres for violin, strings and percussion 

• Fratres for string quartet 

• Fratres for cello and piano 

• Fratres for eight cellos 

• Fratres for wind octet and per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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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um per annum for organ (1980) 

• Hymn to a Great City for two pianos (1984/2000) 

• Trivium for organ (1988) 

• Summa for string quartet (1990) 

• Psalom for string quartet (1991/1993) 

• Mozart-Adagio for violin, cello and piano (1992/1997, from 

Mozart's Piano Sonata in F major (K 280)) 

• Passacaglia for violin and piano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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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Arvo Pärt's music

with focus on Tintinnabuli 

-based on Fratres for Violin and Piano 

Yu Eun Kim

Department of Music, Violi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is to study Tintinnabuli which is a unique form,

well represented in Pärt's composition, ‘Fratres for Violin and

Piano’. This dissertation is focused to study comprehensively and

to analyze structure of this specific composition.

Born in Estonia, Arvo Pärt differentiates himself from other

20th century composers by infusing early music and religious

music, creating a distinctive style of his music.  The form,

Tintinnabuli, designating a bell, is the composer's own creation

from the Latin word 'Tintinnabulum’.  The form was created to

escape from political climate, his own faith, and the direction of

the history of music. While most composers of the time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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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with diverse and complex composition devices such as

collage, minimalism, and neo-classicism, Arvo Pärt did not work

with these virtuosic materials and/or dramatic effects, but

preferred simple musical language of Tintinnabuli.  The origin

and the details of these development process are discussed

further in the main chapter of this dissertation.  

First, there lies discuss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Pärt's life

and music. Then, detailed research of the Tintinnabuli form,

thorough survey of his musical influences from diverse aspects

and stylistic analysis of the given piece are studied in detail.

This research will help understand those whom are interested in

both the form Tintinnabuli and the piece ‘Fratres for Violin and

Piano’.

Keywords : Arvo Pärt, Tintinnabuli style, Fratres

Student Number : 2011-2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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