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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작곡가 이신우의 연작 작품인《코랄환타지》의 세 번

째 곡인《알렐루야》에 관한 중심연구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환상곡이며 특정한 형식에 한정되기 보다는 마치 즉흥연주를 하

듯 다양한 형식과 음악적 소재들이 자유로이 등장한다.

대학시절부터 작곡가 이신우의 유학시절 초기까지 그의 작품 경

향은 20세기 유럽 현대음악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음향적이고 현상적인 

것에 초점을 둔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의 작품 경향은 대편

성 관현악을 위한《시편 20편》(1994/96, 1998 개작)을 기점으로 확연하

게 변하는데 작곡가 본인의 신앙심을 토대로 인간과 신의 관계, 구원과 

회복 등 종교적으로 확고하게 옮겨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코랄환타지 3번, “알렐루야”》(Chorale

Fantasy No. 3," Alleluia" ) 는 작곡가의 후자 작품경향인 종교적 작품이다.

중세시대 교회음악이었던 미사 고유문 중 하나인 “알렐루야”와 이 작품 

모두 시편을 바탕으로 작곡된 점이 동일하며 차분한 음색과 단순한 리듬

에서 화려하게 변주되는 리듬 및 음형 등이 서로 유사하다. 또한 무반주 

단선율 성가인 그레고리안 성가의 선율형태와 음색의 영향도 받았다. 20

세기 작곡가 Olivier Messiaen의 영향으로는 성경 말씀에 기초한 독주악

기 연작형식 작품, 자연의 소리를 모방하는 리듬 및 음형의 출현이며 또 

다른 작곡가 Arvo Pärt의 Tintinnabuli 라고 하는 특정한 작곡기법에 영

향을 받은 음형들도 이 작품에 등장한다.

이 작품은 시편 117편의 내용을 기초로 작곡되었으며 이 곡의 

구조는 총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처음 도입부는 그레고리안 성가 

느낌의 선법적인 선율로 시작 되며 오른손과 왼손의 음정간격이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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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점차 울림을 쌓아간다. 두 번째 부분은 익살스러운 느낌의 선율

과 화성이 점점 변함에 따라 음색을 창조해 나가는 구조를 이루고 있으

며 세 번째 부분은 자연적 소리의 모방 즉, 새소리, 바람소리 등 효과를 

표현하는 음형들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마치 신에 대

한 깨달음을 나타내듯 화려한 왼손의 아르페지오와 오른손의 웅장한 울

림의 코드 진행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리고 다시 처음 도입부의 선율이 4

도하행하여 나타나며 차분히 곡을 마무리 한다.

이 작품은 각 섹션별로 전통적인 조성처럼 보이는 장조 및 단조

들이 등장하지만 기존의 화성기능을 하는 역할이 아닌 중심음을 기준으

로 파생된 화성들로써 그 본질이 사뭇 다르다.

주요어: 이신우, 한국작곡가, 종교음악, 알렐루야, 코랄환타지,

피아노독주곡

학  번: 2011-2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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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음악을 발전시켜왔

다. 특히 20세기 이전에 뚜렷하게 확립이 되었던 전통적 조성체계를 벗

어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대중과 많은 연주자들에게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소리로 느껴졌다. 그러나 조성이라는 것이 기존에 곡의 방향을 지

배하는 역할에서 하나의 재료로 사용되었고 다른 재료들과 어우러지며 

새로운 소리를 창조해왔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현존하는 한국 작곡가 

중 한명인 이신우의《코랄환타지 3번, “알렐루야”》(Chorale Fantasy No.

3, Alleluia) 는 조성적인 요소들을 이용해서 음형 및 음색을 다양하게 만

들어 내고 있는데 이는 전통과의 단절이 아니라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자

신만의 언어로 재창조한 듯하다. 따라서 필자는 작곡가 이신우의 작품이 

너무 혁신적이고 현학적인 기법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고유한 자신의 

음악을 일궈간 사례이므로 가치있다고 생각하여 이 작품을 선택했다. 또

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작곡가의 곡들이 더 많이 연주 돼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작품의 창작 배경과 연주법, 분석을 통해 다양한 방향을 제

시하려 한다.

본 논문에서 연구하는 작품은 2010년 서울 국제 콩쿨 피아노 부

문 본선 위촉 곡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작품이다. 악보를 통해서 그

리고 작곡가에 대한 간략한 사전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로 미뤄보아, 이 

작품은 작곡가의 기독교 신앙이 상당히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음

악에서 기독교 신앙을 암시하는 특징들이 어렴풋이 보이므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면밀한 조사와 관찰이 이뤄질 것이다. 4성부 합창

인 코랄의 흔적이 보이므로 옛 코랄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또한 중세

시대 미사에 종종 불리었던 알렐루야가 이 작품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20세기 작곡가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Olivier Messiaen과 Arvo Pärt의 작곡기법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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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연작《코랄환타지》의 세 번째 곡이며 1번 “내 백성

을 위로하라” 2번 “목걸이” 모두 피아노를 위해 작곡되었는데 이것에 

작곡가는 1)“피아노는 솔로 악기지만 관현악에 버금가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유일한 악기인 관계로 첫 연작의 매체로 피아노를 선택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주악기인 피아노를 통해서 

작곡가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 곡의 실질적인 연주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고자 함이다. 각 부분의 음악적 특색에 따른 음형, 동기 및 연주법 등 

모든 요소들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연주에 앞서 이곡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자 한다.

1) 이신우. “작품해설, 이신우 코랄환타지 내 백성을 위로하라” . 

   http://blog.naver.com/shinuhlee. Accessed June 3 2014 



- 11 -

Ⅱ. 본론

1. 작곡가 이신우의 작품 경향.

서울대학교 작곡과에서 강석희를 사사하면서 본격적인 작곡 공

부를 시작한 이신우는 서울대 재학 시절 작곡한 트리오《공간》이 1991

년 취리히 ISCM (International Society for Contemporary Music, 국제현

대음악협회) 세계음악제에 당선되면서 작곡가로 입문했다. 대학 졸업 후 

영국의 런던 왕립음악원에서 마이클 피니시 (Michael Finnissy)의 제자로 

학업을 이어나갔으며 유학 시절 작곡한 작품들이 1992년 로얄 필하모니 

협회 작곡 콩쿠르에서 우승을 시작으로, 뮤지컬 타임즈, 코넬리우스등 여

러 유수의 작곡 콩쿨에 작품이 입선하면서 점차 무대를 유럽으로 넓혀 

나갔다. 특히 시편과 고대 히브리음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작곡된 

대편성 관현악을 위한《시편 20편》(1994/96, 1998 개작)이 1997년 레오

날드 번스타인 예루살렘 국제 작곡 콩쿨에 입선하여 예루살렘 심포니 오

케스트라에 의해 초연되었고, 이듬해 맨체스터 ISCM 세계음악제에서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의해 개작 초연되었다.

서울대 재학시절 작곡한《공간》을 포함한 그의 초기 작품들은 

대체로 20세기 후반 유럽 현대음악의 음향기법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대작 관현악곡《시편 20편》을 전환점으로 그녀의 작품 초점이 이

전 경향과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 귀국 후에 작곡된 바이

올린 협주곡《보이지 않는 손》(2000/2002), 피아노 협주곡《기쁨의 노

래》(2001/2003), 현악합주를 위한《열린 문》(2004) 을 통해 그녀의 음

악적 경향이 신과 인간의 관계, 죄와 구원 등 종교적인 주제로 점차 옮

겨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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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종교적 경향은 이후 작품에서 보다 심화된 형태로 나타

난다. 그는 2006년부터《코랄환타지》라는 독주악기 피아노를 위한 연작

을 작곡하기 시작했는데 종교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연작을 작곡한 

2) Olivier Messiaen의 영향을 받았다. 메시앙의 종교적 작품인《그리스

도의 강탄》(1935),《아멘의 환영》(1943),《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20개

의 시선》(1944) 들은 모두 독주악기인 오르간과 피아노를 위해 작곡되

었고 모두 성경 말씀 내용에 기초를 둔 작품으로써 음악을 통해 신과 인

간의 깊은 관계를 표현하려 노력한 대표적 연작형식의 작품이다. 작곡가 

이신우 역시 관현악 못지않게 다양한 표현과 시도가 가능한 독주악기 피

아노를 그녀의 첫 연작을 위한 악기로 선택했다.《코랄환타지》연작 역

시 성경 말씀에 기초한 작품인데 총 10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제1번《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사야서 내용인 인류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바탕

으로 음악을 통해 심도 있게 다루어보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 독주곡은 다양한 편성과 장르로도 시도되어 피아노 독주를 포함한 실

내악버전이 2008년 금호아트홀에서 연주되었고, 2009년 서울대학교 미술

관 MoA (The Museum of Art,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설치미술가 배

정완과 함께 진행된 다원예술버전《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또 다른 

제목으로 편성 및 연주되었다. 또한 2012-13년 피아니스트 허효정과 함

께 미국 순회연주를 가졌으며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주 되었다. 이 작품

은 이후 제2번《목걸이》(2013), 제3번《알렐루야》(2010/2013)와 함께 

2013년 Studio2021 에디션 피아노 작품집으로 출판되었다.

2) Messiaen, Olivier.,and Gavoty, Bernard. "Who are you, Olivier Messiaen?" Tempo, New 
Series, No. 58 (Summer, 1961), pp. 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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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랄 환타지 3번, “알렐루야”》

(Chorale Fantasy No. 3, " Alleluia" ) 작품 분석.

1) 작품 배경

《알렐루야》는 2006년부터 시작한 연작《코랄환타지》의 세 번

째 곡이다. 2011년 서울국제음악제의 위촉으로 작곡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에 개작되어 Studio2021에서 출판되었다.

3) 알렐루야는 중세시대 교회음악, 그레고리오 성가에 많이 등장

했던 양식인데 주로 시편의 내용이 가사가 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작

품 역시 시편을 바탕으로 작곡된 점이 중세시대 알렐루야와 동일하며 작

곡 기법으로는 리듬, 음색 및 음향의 영향을 받았다.

이 작품은 시편 117편에 기초한 것으로 작곡가는 성악곡이었던 

중세시대 알렐루야를 독주 기악곡으로 나타냈다. 중세시대 알렐루야는 

이것의 끝음절인 4)‘야’ 를 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멜리즈마로 변형시키는

데 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 주제가 되는 선율 및 음형들을 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그것을 장식적이고 화려하게 변형시킨다. 또한 이 작품의 음색

은 중세시대 종교적 음악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음색을 요구하며 음향학

적 관점으로는 유럽의 대성당의 울림처럼 큰 공간감을 형성하는 음형들

이 곳곳에 등장한다.

3) 중세시대를 지배했던 음악양식은 주로 성악곡이었다. 기악음악도 있었지만 주로 성악을 반주해

주는 역할이었다. 알렐루야도 미사 고유문으로써 특정 축일이나 예배일에 부르는데 주로 가사

의 내용은 시편이며 특정 절기나 축제에 따라서 가사가 변한다. 

   Cochrane, Marian B. "The Alleluia in Gregorian Chant" Journal of the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Vol. 7, No. 3 (Autumn, 1954), pp. 213-220. 

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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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중심음 마디
Section 1 F 1~25
Section 2 F 26~47
Section 3 A 48~60

경과구 61~66
Section4/코다 C 62~116

2) 작품 분석

필자는 이 곡을 연구하면서 3개의 중심음 (F, A, C)이 셈여림의 변화, 템

포변화 및 음형들의 변화를 토대로 구조가 총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

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곡은 박자표가 없이 시작한다. 그래서 어떤 음표

를 기준으로 삼고 연습 및 연주를 해야 할지 처음에는 혼란이 올 수 있

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기준이 되는 음표들을 작곡가는 악보에 명시해 

놓았는데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곡을 지배하는 박자표의 역할과는 달리 

박자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자연스러운 음악적 흐름에 따라 연주 할 수 있

도록 도와준다.

<표1> 이곡 전체의 형식.

Section 1: 중심음 F

첫 번째 중심음인 F음이 조용한 분위기의 p 로 나타나며 이곡을 시작한

다. 지시어는 sereno (조용하고 편안한)이고 템포는 =50 으로 굉장히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단선율로 시작하는 오른손의 2분 음표 들이 

장 3도, 단 2도로 상행하고 가장 음높이가 높은 4분 음표 C음을 기점으

로 다시 순차적으로 하행한 후 A음에서 한참을 머문다. 바로 이어지는 

마디 2는 앞 첫마디의 첫 프레이즈 후반 선율을 그대로 반복하지만 이 

곡의 시작이었던 F음이 알토 성부로 옮겨가고 성부가 두 성부로 늘어난

다. 이 F음은 마치 페달 포인트처럼 등장하며 다음 마디까지 지속된다.

마디 3에서는 오른손 선율에 새로운 음정 및 리듬이 추가되는데 이러한 

변형은 마디 6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한다. 이 후 네 번째 마디에서는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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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의 시작음정인 F와 마지막음정 A가 장 3도 화음으로 결합하여 한 

마디 전체동안 지속되며 한 프레이즈를 마무리 한다. 첫 네 마디동안 여

러 음 들이 등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F음에서 시작하여 상행했다가 C음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대칭형 프레이즈로 볼 수 있으며

(F-G-A-(B)-C-B-A-G-F) 이것은 마치 F장조의 상행 스케일을 나타내는 듯

하지만 4도에서 내림이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5) 리디안선법과 같은 진행

으로 보여 진다. 또한 다양한 음가를 가진 음표들이 등장하였지만 각 마

디마다 가지고 있는 박의 개수가 달라 정확한 리듬을 느낄 수 없는데 이

는 마치 중세시대 단선율 성가인 그레고리오 성가를 연상시킨다.

<악보 1> F음계 리디안선법의 대칭형 프레이즈와 후반 프레이즈의 

변주.

바로 뒤이어 등장하는 마디 5에서는 2분 음표와 온음표인 두 개의 화음

으로만 되어 있는데 한 마디 전체를 장악하며 마치 앞의 네 마디의 선율

에 ‘아-멘.’ 이라고 화답하는 듯 매우 흥미로운 진행이다. 첫 코드인 B♭

7화음은 F조 장음계에서 4도 화음이며 그 다음 장2도 하행한 A♭7화음

5) 중세 교회선법에서는 제 5선법 (옛날에는 정격 제 3 선법)에 해당하는 정격선법으로 f-f의 음

렬, 마침음은 f, 지배음은 c가 된다.  

   박세원,『음악용어사전』세광음악출판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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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에 진행 될 다섯 마디의 시작을 알려주는 화성이라고 생각이 된

다.

<악보2> “아-멘.”음형

마디 6부터 마디10 또한 첫 마디의 후반 선율 프레이즈의 본격적인 변주

라고 할 수 있겠는데 더 장식적으로 움직인다. 오른손에서는 각 마디마

다 리듬이 약간씩 변형되는데 가장 음가가 긴 2분 음표부터 4분 음표, 8

분 음표 등 음가가 점점 짧아지고 이 변형된 리듬에는 각 마디의 최고음

이 위치한다. 그리고 이 최고음들은 각 마디를 통해 점진적으로 상행한

다. 이 음들을 순서대로 연결하면 C-D-E-F-G-A이며 처음 출발했던 F음

의 완전 5도 위에 위치하고 순차적으로 상행하는 음계이다. 이러한 리듬

분할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속이 되며 고조되는 분위기가 연출 된다. 또

한 왼손진행을 살펴보면 앞의 마디 1에서 마디 3까지 페달 포인트처럼 

등장했던 알토 성부의 F음이 마디 7에서 마디 10까지 재등장 하지만 페

달 포인트와는 다른 성격으로 등장한다. 마디 5의 왼손 두 번째 화성인 

A♭과 E♭의 5도 간격 화음이 마디 7의 처음 8분 음표 까지 지속되며 

바로 알토성부의 F음으로 옮겨가는데 이것은 3도 하행하는 형태이다. 이 

진행은 마디 10까지 차례대로 나타나는데 연결해보면 A♭-F-D-B♭-G-E

♭이다. 마지막에 도달하는 E♭11화음은 앞의 마디 5의 두 번째 화성인 

A♭7화음과 5도 차이로 나타나며 더 큰 울림을 표현해 마치 큰 성당 혹

은 교회에서 웅장한 종이 울리는 듯한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crescendo

(점점 크게) 와 decrescendo (점점 여리게)가 등장하며 셈여림에도 변화를 

준다. <악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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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마디 6-10 전반부, 점진적 상행 선율 및 왼손 음정 변형.

처음 시작부터 마디 10의 절반까지 굉장히 경건하고 신비로운 소리를 나

타냈다면 이후 나타나는 음형들은 상반된 모습인 32분 음표들의 빠르게 

오르내리는 음형들로 나타난다. 이 음계 안에서도 시작 마디에 등장한 

C-B-A-G-F의 순차하는 하행음계가 곳곳에 숨어서 나타난다. 마디 6에서 

마디 10 까지 진행과 마찬가지로 마디 11과 12의 빠른 음형들도 각 묶음

마다 점진적으로 상행하는 음정을 가지고 있는데 순서대로 나열하면 

G-A-B-C-E-D-F이다. 이것은 마디 6에서 마디 10까지 나타난  

C-D-E-F-G-A와 4도 위에 위치했으며 이 곡을 시작했던 F음을 향해 상승

하는 음계이다. <악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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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빠르게 진행하는 음계 및 F음으로 상승하는 형태.

마디 13에서 가장 최고조에 위치한 F음을 시작으로 하강하는 스케일이 

시작되고 crescendo (점점 크게)와 함께 무려 네 옥타브를 내려가 f 에 도

달한다. 바로 이어서 마디 14에서 마치 큰 성당 종탑이 울리듯 옥타브를 

넘나드는 8분 음표들의 강렬한 스타카토들이 등장한 후 F장조 전위 형

태인 화음이 마디 15의 양손에 등장한다. 이 화음은 웅장한 교회의 큰 

종이 울리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 낸다. 종소리나 큰 차임벨을 나타내는 

음형들은 에스토니아 작곡가인 6)Arvo Pärt의 고유한 작곡 기법인 7)

Tintinnabuli 양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악보 5>

6) 1935년 에스토니아 출생 작곡가. 초기작품 에는 Schoenberg의 12음 기법 영향을 받은 작품

들이나 구 소련 작곡가 Stravinsky, Prokofiev 들의 영향을 받음. 1970년대 이후 그리스정교 

바탕으로 종교적, 신비주의적, 철학적, 명상적인 작품이 많이 있으며 작곡가 고유의 기법인 

Tintinnabuli라는 양식을 확립.

   Hillier Paul. Arvo Pärt. Oxford ;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7) Tintinnabuli, 라틴어로 작은 종이라는 뜻이며 종이 딸랑딸랑 울리는 것을 표현한 의성어이다. 

신성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최소한의 음악적 소재를 사용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의 3화음만 사용했을 때 각각의 구성음 들이 선명하게 들리는 것이 마치 고요함속에 종들

이 울리는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여 작곡가가 만들어낸 기법이다. 

    Henderson, Lyn. "A Solitary Genius: The Establishment of Pärt's Technique 

(1958-68)" The Musical Times, Vol. 149, No. 1904 (Autumn, 2008), pp. 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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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마디 14-15, 종소리를 나타내는 음형.

마디 14의 8분 음표 스타카토의 주요한 음들은 결국 맨 첫 마디에 등장

했던 대칭형 선율인 F-G-A-B-C-B-A-G-F임을 알 수 있다.

Section 1을 마무리하기 직전 네 단에 걸친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익살

스러운 (scherzo) 성격의 16분 음표 스타카토들이 등장한다. 왼손에서 p

로 시작하며 이 부분의 중심음인 F음보다 3도 윗 음인 A음을 출발로 양

손을 넘나들며 오르락내리락하는 음형이 등장하고 이후 양손에 각각 완

전5도 화음으로 pp 까지 순차적으로 하행한다. 이후 단 3도 아래인 F♯

음으로 출발하는 동형진행을 보인다. 이 양손의 주고받는 음형의 첫 음

들만 연결해 본다면 역시 대칭형 선율구조를 발견 할 수 있다. 마디 16

부터 19까지 음형의 첫 음들은 A-B-C-D-E-F-G 이며 순차적으로 상행하

고 있으며 마디 19의 G음을 기준으로 다시 G-F-E-D-C-B-B♭-A♭-G♭

-F-E♭-D♭까지 순차하행 한다. 마찬가지로 마디 21부터 24의 음형의 첫 

음들은 순차 상행하는 형태인 F♯-G♯-A-B-C♯-D-E 이며 마디 24의 E음

을 기준으로 다시 E-D-C♯-B-A-G♯-G♮-F-E♭-D-C♮-B♭ 순차하행 한

다. 이때 두 번째 동형진행에는 많은 반음들이 섞여있어 풍부한 색채감

을 더한다. <악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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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익살스러운 (scherzo) 성격의 에피소드 동형진행 및 

대칭형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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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중심음 불안정한 F

마디 26부터 시작하는 Section 2는 앞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다양하고 복

잡한 형태로 리듬이 세분화 되어 나타난다. 4 : 6, 4 : 7, 5 : 9 등 복잡한 

리듬들이 등장하고 셈여림 또한 넓은 범위를 가진다. 이 부분은 mistico

rubato (신비스럽고 잃어버린 박자) 라고 지시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리

듬이 복잡하게 표시되어있지만 작곡가는 리듬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

롭게 흐르듯이 연주되기를 표현 한 것 같다.

이 부분에서는 모든 오른손 선율이 A음에서 시작하고 왼손 또한 A음 

위에 화음이 쌓이기 때문에 필자는 이 부분의 중심음이 A인지 고민하였

다. 그러나 화성들이 F음을 기반으로 파생된 화성들이 등장하고 또한 그 

동안 리디안선법 형태로 등장했던 F음계가 마디 36에서 F장조 음계의 4

도 음정인 B♭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끈음인 7도 음정 E음도 등장하는데 

이끈음에 플랫(♭)을 붙임으로써 너무 흔한 장조의 느낌보다는 조성의 

모호한 화성 색채를 나타냄으로써 중심음을 불안정한 F음이라고 생각해

야 할 것 같다.

Section 2 는 주로 4분 음표를 기준으로 리듬이 분할되어 있다. 마디 26

과 27은 서로 닮은 형태이다. 마디 27은 26의 오른손 선율이 약간 변주

된 형태인데 8분 음표와 16분 음표가 혼용된 7연음, 32분 음표와 점16분 

음표가 혼용된 10연음 등 리듬이 더 복잡하게 삽입된 형태이고 셈여림 

또한 p 에서 mp 거쳐 mf 까지 증가한다. <악보 7>



- 22 -

<악보 7> 마디 26-27의 유사한 오른손 진행 및 셈여림 증가.

이어서 연결되는 마디 28과 29역시 서로 닮은 형태인데 마디 28의 오른

손 오르내리는 음계들은 더 짧은 음가들인 32분 음표와 16분 음표 7연음

으로 쪼개어져있다. 그러나 마디 29에서는 32분 음표들로만 이루어져 있

고 마디 28과 시작 음계는 똑같지만 오르내리는 형태 대신 순차적으로 

상행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 때 역시 p 에서 시작해 mf 까지 셈여림이 

커지며 음악의 긴장감이 점점 쌓인다. <악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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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마디 28과 29의 오른손 선율 리듬 및 셈여림 증가.

이 부분의 왼손 화음 진행만 보면 마디 26은 F장조의 제1전위인 A, C,

F, 마디 27은 D장조 7화음의 제2전위인 A, C, D, F♯, 마디 28은 B장조 

7화음의 제3전위인 A, B, D♯, F♯ 이며 마디 29는 A♭장조의 기본위치 

7화음 이지만 이것의 이명동음인 G♯장조 7화음 G♯, B♯, D♯, F♯이

다. 모두 A라는 음정위에 쌓였지만 결과적으로는 F, D, B, G♯이라는 단 

3도씩 하행진행 하는 네 가지의 화성을 볼 수 있다.

<악보 9> 마디 26-29 왼손 화음 단 3도 하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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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30부터 마디 36까지는 앞보다 더 복잡한 리듬으로 양손이 엇갈려서 

등장한다. 오른손에서는 8분 음표와 16분 음표가 혼용된 7연음, 점16분 

음표와 32분 음표들이 혼용된 9연음이 등장하고 이외에도 4분 음표를 기

준으로 세밀하게 쪼개진 16분 음표, 32분 음표의 결합리듬이 등장한다.

왼손에서는 패턴처럼 8분 음표와 16분음표가 혼용된 셋잇단음표와 32음

표 및 점16분 음표들의 결합리듬이 등장한다.

먼저 마디 30의 오른손을 살펴보자면 이 마디는 앞의 마디 26, 27 리듬

의 혼합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악보 10> 마디 26, 27의 리듬과 마디 30의 오른손 리듬 비교.

마디 31과 32는 거의 비슷하지만 리듬과 셈여림이 약간씩 변형된 형태이

다. 마디 31의 처음 시작 오른손 선율이 16분 음표와 32분 음표 혼용인 

9연음과는 달리 마디 32에서는 마디 31의 첫 선율 두 번째 C음이 생략

되고 16분 음표에서 8분 음표로 그리고 32분 음표에서 16분 음표로 음가

가 늘어났다. 그리고 이 두 마디 사이의 최고음을 비교해 보자면 각 마

디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F음인데 마디 31에서는 16분 음표로 세 번째 

정박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마디 32의 중간 부분에서는 높은 C음이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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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줄로 연결되면서 당김음 역할을 하고 F음이 16분 음표 대신에 32분 

음표로 변형되었다. 또한 각 마디 마지막 선율을 살펴보면 마디 31에서

는 16분 음표 진행이지만 마디 32에서는 32분 음표 진행으로 리듬이 변

형되었다. 셈여림에도 변화가 있는데 마디 31에서는 p 로 시작하여 mp

까지 증가했다가 p 로 다시 돌아오지만 마디 32에서는 p 로 시작하여 한 

단계 상승한 mf 까지 증가했다가 mp 로 돌아온다. 마디 30부터 마디 32

까지 한마디 한마디씩 세밀하게 리듬이 추가되고 셈여림도 점차 증가하

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이 앞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효과를 준다.

<악보 11> 마디 31과 32 음가와 셈여림 비교.

이 부분의 왼손 역시 다양한 화음들이 마디 첫 박에 등장하는데 이번에

는 전위된 형태가 아닌 기본위치로 등장한다. 마디 30의 왼손 코드는 3

음이 생략된 F장조 7화음인 F, (A), C, E♭이고 마디 31은 E♭장조 7화

음인 E♭, G, B♭, D♭이며 마디 32는 D♭장조 7화음인 D♭, F, A♭,

C♭이다. 각 화음들이 F, E♭, D♭ 장2도씩 순차하행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세 마디 동안 왼손의 리듬은 하나의 패턴처럼 나타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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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박자에 등장하는 화성에 따라서 왼손의 선율도 하행한 위치로 등장한

다.

<악보 12> 마디 30-32 왼손 화성 장 2도 하행 진행 및 리듬 패턴.

이후 마디 33은 stringendo (점점 빠르게, 점점 앞으로) 라는 지시어와 함

께 오른손과 왼손의 리듬이 더 세세하게 분할됨으로써 작곡자는 기보된 

accelerando (점점 빠르게) 형태를 나타냈다. 마디 30부터 32까지는 각 마

디끼리 닮아 있었다면 마디 33과 34는 첫 두 박자와 뒤 두 박자가 서로 

닮아 있는데 이때 뒤 두 박이 앞의 선율의 리듬 변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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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디 33과 34는 따라서 별도로 의도하지 않아도 점점 빨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셈여림 역시 마디 33의 mp 가 마디 34에서는 mf

로 증가해서 나타남으로써 더욱 더 긴장감을 증폭시킨다. 또한 왼손 화

음이 한마디 안에 한 개씩 등장했던 이전 마디들의 진행과 다르게 한 마

디 안에 두 개씩 등장하고 하행하며 이 부분의 중심음인 F로 빠르게 이

끈다.

<악보 13> 기보된 accelerando 및 오른손 선율 변주.

마디 35와 36은 이 부분의 중심음이 F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

는데 마디 26부터 29까지 전위된 형태로 등장했던 왼손의 화음들이 이 

부분 에서는 기본위치 및 옥타브로 왼손에서 등장한다. 그리고 왼손의 

선율이 비슷한 리듬패턴으로 등장했던 이전 마디들과 달리 혼합리듬 없

이 16분 음표로서 같은 선율을 반복한다. 마디 36의 왼손에서는 3음이 

생략된 F장조 화음을 출발로 상행하는 음계가 등장하는데 F장조 음계의 

4도 음정인 B♭ 그리고 Flat 이 첨가된 7도 음정인 E♭이 등장하면서 이 

부분의 중심음이 F음이지만 확실히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모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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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를 더한다.

<악보 14> 마디 26-29의 왼손 화음과 마디 35-36 화음 형태 비교 및 

왼손선율과 음정 변화.

오른손의 트레몰로와 f 까지 상승하는 빠른 crescendo (점점 크게) 를 통

해 거대한 울림이 쌓이며 그 울림의 여운을 느낄 수 있도록 쉼표로 이루

어진 정지상태의 한 마디가 등장한다. 그리고 다시 마디 38에서는 앞서 

등장했던 마디 16의 에피소드가 등장하며 마찬가지로 대칭형 선율이 나

타나는데 두 번째 동형진행의 선율이 중심음 F음의 제5음인 C음에서 시

작한다. 이후 앞의 마디 37과 같이 쉼표로 되어있는 한 마디가 등장하지

만 이번에는 울림의 여운을 지속시켜주는 역할 보다 다음 부분으로의 장

면전환을 돕는 역할을 한다. <악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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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에피소드 변형등장 및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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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중심음 A

이 부분은 Section 2의 명시된 ♩=52, mistico rubato (신비스럽고 잃어버

린 박자) 에 ♩=69, ad libitum (자유롭게) 이라는 지시어가 추가되었다.

숫자적인 템포는 빨라졌으나 복잡한 리듬분할이 많았던 앞부분과는 달리 

쉼표도 많이 등장하고 트릴, 악센트 및 늘임표 등 다양한 효과를 통해 

환상곡적인 분위기를 잘 나타내는 부분이다. 또한 새소리, 시냇물소리,

바람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표현하는 음형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8)

새소리를 나타내는 음형은 프랑스 작곡가 Olivier Messiaen의 영향을 받

았다.

마디 26과 같이 마디 48도 왼손에서 F 장조의 첫 번째 자리바꿈으로 시

작하지만 3음인 A음이 중복되어 한층 꽉 찬 화음이 들린다. 또한 오른

손에서도 A음으로 시작하는 선율이 등장하는데 마디 26보다 한 옥타브 

위에서 등장하며 간결한 형태이다. 왼손과 동시에 나오지 않고 쉼표를 

통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시작함으로써 훨씬 깨끗하게 그 선율을 들을 

수 있으며 마치 새의 지저귀는 소리를 연상시킨다. 또한 마디 26의 셈여

림은 p 인 것에 반해 마디 48은 셈여림이 훨씬 상승된 mf 로서 이 부분

이 훨씬 긴장이 고조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16>

8) Olivier Messiaen의 작품시기 중 제 4시기 (1952~1959)에 새와 자연을 소재로한 많은       

작품들이 탄생하였다. 대표적 작품으로는《새의 눈뜸》,《이국의 새》,《새들의 카탈로그》등이 

있다. 우연히 숲속에서 들리는 새소리를 단순히 흉내낸 것이 아니라 직접 그의 숙모의 농장에서 

각양각색의 새소리를 채집해 거의 실질적인 음형과 음역대로 작품을 완성했다. 

   Hold, Trevor. "Messiaen's Birds." Music & Letters, Vol. 52, No. 2 (Apr., 1971), pp. 

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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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마디 26과 마디 47의 지시어 및 오른손 선율 형태 비교.

이 부분의 또 다른 특징은 상행, 하행 장 3도 또는 단 3도로 이루어진 

음형들이 많이 등장한다. 3도로 되어있는 음형들은 다음과 같다.

<악보 17> 상행, 하행 장 3도 및 단 3도 음형들

- 마디 48, 하행 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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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 49, 하행 3도 

- 마디 50, 하행 3도

- 마디 54, 하행, 상행 3도

-마디 55, 하행 3도 (A♭ 이명동음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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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56, 하행, 상행 3도

-마디 57, 오른손 상행, 왼손 하행 3도 (왼손 G♯ 이명동음 A♭)

-마디 58, 상행, 하행 3도

-마디 59, 하행 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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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60, 하행 3도

이 부분에서 A음이 중심음 으로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또 다른 이유는 

A장조 음계와 주요 코드들 (I,V)이 곳곳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마디 51의 

A-B-C♯-D-E 는 A장조 음계의 5도까지 상행하는 음들이다.

<악보 18> 마디 51, 상행하는 5도 음계.

마디 57은 3도가 확장된 형태로 오른손과 왼손이 반진행으로 이루어져있

는데 왼손의 두 번째 박에는 A장조의 으뜸화음인 A, C♯, E가 나타나며 

오른손 마지막 세 개의 음은 V의 구성음인 E, G♯, B로 되어있어 마치 

A장조의 반종지처럼 들린다. <악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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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마디 57, A장조의 I도와 V도.

이 부분의 마지막 특징은 음형과 선율의 변주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인데 

환상곡의 중요한 기법인 즉흥연주를 연상시킨다. 이 Section 3은 다섯 

개의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작은 변주형태이다. 주

제가 되는 마디는 각 부분의 첫 번째 마디이며 주로 오른손의 음형 및 

선율 이다. 화성변화는 Section 2에서 나타난 것처럼 각 변주 시작에 A

음을 공통음 으로 가지는 화음들이 재등장한다. 하지만 차이점은 왼손이 

A를 옥타브로써 테두리를 형성하고 그 안에 매번 다른 화음을 등장 시

키며 더 꽉 찬 울림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왼손 화성을 강조하기 위해 

Section 2 에서는 아르페지오가 사용됐다면 Section 3 에서는 꾸밈음 으

로 등장한다. 따라서 훨씬 무게감이 강조되고 이러한 꾸밈음에 “grace

notes on the beat (꾸밈음을 정박에서 연주 할 것)” 또는 “grace notes

before the beat (꾸밈음을 정박 이전에 연주 할 것)"이라고 자세한 타이밍

을 작곡가가 제시하고 있다. <악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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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Section 2 의 화음변화 및 Section 3의 화음변화 꾸밈음 및 

밀도 변화.

변주가 진행되는 마디는 mosso (조금 더) 라는 지시어와 함께 템포도 빨

라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각 변주부분을 마무리할 

때 C음부터 아래 F음까지 12연음 하행음계로 마무리함으로써 Section 3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한다. 이 재빠르게 하행하는 음계는 오케스트라에

서 바람소리를 모방할 때 주로 사용되는 악기 윈드차임을 연주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악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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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변주 마디 지시어와 하행 C음 음계.

첫 번째 부분은 마디 48부터 50까지의 세 마디 변주 이다. 왼손에서는 A

옥타브 테두리 안에 F장조의 제1전위인 A, C, F, A 코드가 등장한다. 오

른손에서는 16분 음표와 점8분 음표 및 점 4분 음표의 간결한 선율이 연

주되는데 이 선율을 주제로 삼고 이 후 두 마디에서 변주가 이루어진다.

마디 48의 오른손 세 음(A-G♯-F)이 마디 49의 왼손으로 옮겨갔으며 마

디 48의 나머지 세 음 (D-C-B)은 마디 49의 동일한 음역에 리듬이 바뀌

어 오른손에서 연주된다. 따라서 왼손과 오른손이 주고받는 패턴이 형성

이 되는데 이 패턴은 처음에 여섯 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음형, 이후 네

음 음형, 세음 음형 마지막으로 두음의 음형으로 줄어든다. 이로써 박자

가 느껴지는 간격이 좁아지면서 마치 기보된 accelerando (점점 빠르게)

처럼 자연스럽게 속도감이 증가되고 앞으로 진행감을 느낄 수 있다.

<악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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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첫 번째 변주. 마디 48-50의 오른손 선율의 변주 및 

패턴 발전.

두 번째 부분은 마디 51부터 53까지 이다. 역시 세 마디 동안 변주가 이

루어지며 주제 마디는 마디 51이 되겠다. 화성의 변화는 D장조 7화음의 

제2전위인 A, C, D, F♯, A이며 마디 51의 오른손 다섯 음(B-C♯-D-E-

G♯)이 마디 52에서 양손이 교차하는 형태로 변주되었다. 마디 51에서는 

음가가 점8분 음표 이었다면 마디 52에서는 악센트를 동반한 4분 음표로 

늘어나고 트릴 또한 길게 연주된다. 마디 52의 후반 세 음 (B♭-C-D)은 

D음을 제외하고 첫 시작음 에서 반음 하행한 형태로 변주 되었다.

<악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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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두 번째 변주. 마디 51-52 선율의 교차형태.

마디 53은 주제 마디인 마디 51과 이전 마디인 마디 52의 변주가 결합된 

형태이다. 마디 51의 오른손 다섯 음(B-C♯-D-E-G♯)이 다양한 음역대에 

차례로 등장하고 점8분 음표 보다는 훨씬 음가가 짧아진 32분 음표로 바

뀌었다. 또한 16분 쉼표와 같이 짧은 길이의 쉼표는 긴박한 분위기를 조

성하고 스타카토와 마르텔라토가 사용되어 더 날카로운 음색을 나타낸

다. 마디 53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오른손 9연음은 마디 52의 후반부 세 

음 (B♭-C-D)을 변주하였고 왼손 6연음은 마디 51의 첫 시작 두 음 

(B-C#)의 변주이다. 이 후반부 왼손과 오른손 음정은 서로 반음씩 차이

나며 동시에 연주 했을 때 상당히 충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셈여림은 한 박자동안 mp 에서 mf 까지 급격히 상승하며 다급한 분위기

를 나타낸다. <악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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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두 번째 변주. 마디 51-53 동일한 음정, 다른 음역대 배치.

세 번째 부분은 마디 54부터 57까지 네 마디 동안 변주가 이루어진다.

화성의 변화는 A음 옥타브 안에 B장조 7화음의 기본위치인 A, B, D♯,

F♯, A가 쌓인 형태 이다. 마디 55에서는 이전 마디의 오른손 선율을 매 

박에 순차하행 하는 3도로 확장하였다. 두 번째 박자의 B-A♭음은 마디 

54의 후반 음형인 B-G♯을 이명동음으로 변주한 음형이다. 역시 변주가 

시작되는 마디 55에서는 mosso (조금 더) 라는 지시어와 함께 템포의 속

도가 조금 더 빨라졌고 셈여림도 p 보다 조금 커진 mp 가 등장하면서 

음악이 앞으로 진행하려는 성격이 나타난다. <악보 25>



- 41 -

<악보 25> 세 번째 변주. 마디 54-55 하행 단 3도의 확장형태 및 

셈여림과 템포 증가.

마디 55의 왼손 16분 음표 6연음들은 Section 1과 Section 2에 등장했던 

에피소드의 축약형태 및 변주이다. 에피소드의 왼손진행과 마디 55의 왼

손진행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마디 19 에피소드의 왼손 열 두음을 

두 부분 으로 여섯 개씩 나누어 생각해 봤을 때 첫 여섯 음정 (B♭

-A-G-F-E-D)의 간격은 반음, 온음, 온음, 반음, 온음 간격으로 마디 55의 

첫 여섯 음정 (F-E-D-C-B-A)의 간격과 동일하다 그러나 에피소드의 후반 

여섯 음정 (D♭-C♭-A-A♭-G♭-E)의 간격은 온음, 온음, 반음, 온음, 온

음 인데 마디 55의 두 번째 (G♯-F♯-E♯-D♯-C♯-B♯) 그리고 네 번째 

음정 (A-G-F♯-E-D-C♯) 의 간격은 온음, 반음, 온음, 온음, 반음 이며 에

피소드에 비해 반음 진행이 하나가 추가 되어 더 색채감 있는 음색을 나

타냈다. <악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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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Section 1 과 Section 2 의 에피소드와 마디 55의 왼손 진행.

마디 56은 마디 54의 후반부 음형들의 확장이다. 마디 56을 시작하는 오

른손 3도는 마디 54의 세 번째 박 음형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마디 56의 

세 번째 박자와 네 번째 박자의 음형 및 리듬은 역시 마디 54의 마지막 

네 음 변주인데 모두 두 배 느린 속도로써 등장한다. 또한 마디 56의 왼

손은 이전 마디의 첫 두 박자 하행 음계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하행하

며 낮은 음역대 까지 도달한다. 이때 더 반음간격의 음정들이 추가되어 

훨씬 강렬한 색채감을 더한다. <악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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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세 번째 변주. 마디 54와 56의 오른손 음형 관계.

이 음형은 마디 57에서 더욱 확장되는데 규칙적으로 3도씩 상행하는 형

태이다. 마디57의 왼손에서는 하행 3도가 등장하는데 오른손과의 반진행 

으로 같은 음역대 에서 출발하여 점점 벌어지게 되는데 높은 음역대와 

낮은 음역대가 동시에 들리며 큰 공간감을 형성한다.

<악보 28> 세 번째 변주. 마디 56과 57의 오른손 왼손 선율 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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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부분은 마디 58 단 한마디 이며 특이한 점은 주제를 제시하지만 

뒤따르는 변주를 생략했다. 왼손 화음은 A음 옥타브 테두리안에 G♯감7

화음 제1전위인 A, B, D, F, G♯, A이며 오른손은 왼손의 화음을 그대로 

펼쳐 놓아 화성을 더 강조한다. 두 번째 박자에 등장하는 B♭과 연이어 

등장하는 B♮은 마디 처음에 왼손에서 제시한 A음에서 차례로 상승하는 

반음 음계이고 변주의 마무리 음형인 C음 음계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악보 29> 마디 58, 네 번째 부분 변주 생략.

마지막으로 다섯째 부분은 마디 59에서 60까지이다. 이 부분은 변주보다

는 음형들의 발전이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지시어는 mosso (조금 

더) 보다 더 상승한 piu mosso (보다 빠르게) 로써 빠른 진행을 나타낸다.

이 두 마디 동안 왼손에서 그 전 변주부분에 등장했던 화음들을 다시 등

장시키는데 흥미로운 점은 화음이 점점 두꺼워진다는 것이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치 페달 포인트처럼 계속 등장하는 A음을 제외하고 첫 

번째 화음의 시작 C음이 맨 위부분에 다시 등장하고 두 번째 화음 역시 

화음의 시작 두음인 C와 D가 윗부분에 재등장한다. 이후 나머지 두 화

음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세 음, 네 음 까지 화성을 중복해서 코드의 밀

도를 높였다. 또한 이 꾸밈음 들이 이전에는 정박 위(On the beat) 에서 

연주하도록 지시되어있는데 이번에는 정박 이전(Before the beat)에 연주되

도록 지시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기보된 crescendo (점점 크게)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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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이때 오른손의 32분 음표 음형과 트릴의 빠른 진행으로 왼손 각 

화음들을 장식한다. 또한 왼손에서 마지막 화음 뒤에 다시 하강하는 C음 

음계로써 이 변주 부분을 마무리 한다.

<악보 30> 다섯 번째 변주. 마디 59-60의 왼손 화음 밀도 증가 및 

장식적 오른손 음형.

<경과구>

경과구가 시작되는 마디 61에서는 빠른 32분 음표 음형이 등장한다. 이 

음형들의 첫 시작음인 C음은 Section 3 의 중심음인 A보다 3음 상승했

고 다가올 Section 4 의 중심음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C음은 전체

의 페달 포인트이며 음형이 반복될 동안 마치 성당이나 교회에서 예배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이 들린다. 이 부분의 음형은 주로 온음 음계로 

이루어져있고 총 일곱 번 등장하는데 각 음형마다 셈여림, 음고 등이 점

진적으로 상승하며 각 음형들의 정점에 있는 음들을 연결해보면 F♯-G

♯-A-B-C-D로써 차례대로 상승한다. 셈여림 또한 마디 61에서 pp 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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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해서 마디 64에는 f 까지 도달함으로써 가장 넓은 셈여림 폭이 나타난

다.

<악보 31> C음의 페달 포인트와 상승하는 음정 및 셈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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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64에서는 드디어 온전한 C 장조의 하행 음계로 피아노의 가장 높

은 음역 C에서 시작해 가장 최저음인 A까지 하행하는데 이 음계는 

Section 3 의 각 변주 마무리를 장식했던 C음 하행 음계의 확장형태 이

다. 이때 셈여림은 mf 로 시작해서 f 까지 커지고 긴 페달을 지속하여 

음들의 연주 후에도 쉼표까지 페달을 유지하도록 표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피아노라는 악기에서 표현할 수 있는 굉장한 크기의 물리적 음량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극도의 긴장감을 형성한다. 이후 쉼표로만 이루어

져있는 두 마디가 등장하는데 이 쉼표의 역할은 그동안 쌓아온 긴장감을 

유지시키면서 장면을 전환할 준비를 한다. 이때 쌓아왔던 거대한 음량이 

정적상태인 두 마디를 지나며 스스로 자연스럽게 소리가 사라지는 효과

를 들을 수 있다.

<악보 32> 마디 64-66 페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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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중심음 C

마디 67부터 이곡의 클라이맥스가 시작되는데 템포표시도 앞의 부분보다 

더 빠른 속도(♩=96 espressivo, 표정을 풍부하게)로 나타나며 더 진전되

고 고조되는 부분이다. f 로서 셈여림이 표시되어있으며 왼손에서는 C음 

옥타브 페달 포인트 이후 완전5도의 빠르게 움직이는 16분 음표들의 6연

음들이 아르페지오 형태로 등장하는데 이 음형들은 C음 페달 포인트를 

강조하며 지속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때 오른손에서는 긴 음가의 코랄 

선율이 악센트와 테누토를 동반한 옥타브 코드들로 등장하는데 이 오르

락내리락하는 왼손의 음형과 함께 음악이 전체적으로 넓어지고 화려해지

며 감정의 폭을 증가시킨다.

<악보 33> 왼손과 오른손의 대비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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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지막 부분은 코다를 포함해서 화성의 변화 및 템포의 변화를 기준

으로  ABA' 세 구조로 나뉜다. A 부분은 마디는 마디 67부터 마디 82

까지 이고 두 개의 프레이즈로 되어있다. 첫 프레이즈는 마디 67부터 74

까지이며 이 부분의 오른손 선율은 매우 간결하지만 그 선율을 구성하는 

화음들의 간격이 완전 4도, 완전 5도 등 불완전한 3음이 빠진 완전한 음

정들로만 주로 이루어져 중세시대의 오르가눔을 연상시킨다. 또한 3음, 7

음이 첨가된 오른손의 화음은 마치 오르간의 모든 스톱을 선택하고 연주

하는 듯 한층 풍성하고 꽉 찬 느낌을 준다.

<악보 34> 간결한 선율 형태 및 강화된 코드 형태.

1) 간결한 선율

2) 강화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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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프레이즈는 마디 75부터 82까지이며 앞 프레이즈의 변주이다.

마디 68의 후반 선율이 마디 76에서 셋잇단음표로 리듬이 늘어나면서 확

장되고 음악에 움직임을 더 부여했다.

<악보 35> 마디 68과 마디 76의 선율 변주 형태.

마디 70에서 네 박자를 유지하는 C장조 코드가 마디 78에서는 세 박자

로 줄어드는 대신에 4번째 박자에 다음 마디로 향하는 8분 음표 C장조 

제1전위 E, G, C, E 를 더함으로써 불협화음을 포함한 마디 79의 F장조 

7화음이 더 강조가 된다. <악보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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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 마디 70과 78 오른손 비교.

각 프레이즈의 마무리 마디인 마디 73, 74와 마디 81, 82를 비교해보면 

마디 73의  F장조 제2전위 화음이 마디 74의 6도 상승한 D단조 7화음으

로 옮겨가는데 이 진행으로 인해 다음 프레이즈로 움직이려는 성격을 보

여주는 반면 마디 81에서는 오직 마디 74에 등장했던 화음만 등장하며 

두 마디 동안 지속되는데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느낌을 준다.

<악보 37> 마디 81 D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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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 음형도 살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프레이즈 모두 동일한 진행과 

동일한 음들로 구성 되어있는데 두 번째 프레이즈의 마지막 부분의 한 

음만 다르게 등장한다. 마디 72의 D 단조 코드의 제1전위형태의 아르페

지오 (F-A-D)가 마디 80과 82에서는 F 장조 코드의 근음위치 아르페지오

로 (F-A-C) 등장한다. 이 F장조 화성은 훨씬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이 

단락을 마무리한다.

<악보 38> 마디 71-74와 마디 79-82 왼손 D단조에서 F장조로 화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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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분은 마디 83부터 마디 90까지 이다. 이 부분은 박자는 ♩=120,

mosso (조금 더) 로서 이 곡 전체에서 가장 빠른 부분이다. 하지만 앞서 

마치 오르간이 연주하는 듯 풍성한 울림을 선사했던 분위기와는 반대되

며 오른손의 선율은 매우 간결하다. 이 선율은 이 곡의 맨 처음 시작마

디의 후반선율을 구성하는 다섯 음들(C-B-A-G-F) 이다. 그러나 마디 83

에는 B와 A에 ♭을 붙임으로써(C-B♭-A♭-G-F) 분위기가 더 무겁고 색

채감이 다르게 느껴진다. 이 부분은 특이한 조성으로 시작되는데 긴장이 

제일 많이 쌓인 부분인 만큼 중심음 C음에서 제일 먼 ♭VI인  A♭장조

로부터 시작해서 C 장조의 제5음인 G로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악보 39> 마디 1 후반 선율과 마디 83 선율의 유사성.

이 선율은 두 번 반복되는데 두 번째 프레이즈에서는 오른손 선율이 똑

같고 왼손 선율은 이전 프레이즈를 변형한다. 첫 시작 음이었던 A♭에

서 반음 올라간 A♮로 시작하지만 다시 A♭으로 돌아오면서 G로 이어

진다. <악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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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 마디 83-86 프레이즈 변주.

마디 87부터 90까지는 주로 3음이 생략된 G장조 7화음이 등장하는데 중

심음 C음의 5도 7화음이고 G음은 페달 포인트 역할을 한다. 따라서 

Section 3 의 반종지 역할을 하며 이후 마디 89와 90은 왼손과 오른손의 

캐논이 등장한다.

<악보 41> G음 페달 포인트 및 마디 89-90 캐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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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91부터 A' 부분이 시작한다. 이 부분에서 A부분의 오른손 선율이 

거의 생략되었고 왼손의 상행, 하행 5도 간격 음형이 양손에 걸쳐 확장

되어 등장한다. 이때 왼손의 상행하는 5도 아르페지오 음형이 일정하게 

오른손으로 연결되며 이 부분의 가장 높은 음인 G♯음을 기준으로 다시 

일정하게 5도씩 하행한다. 마치 파도를 연상시키는 음형이며 파도가 요

동치듯이 감정의 폭도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악보 42> 확장된 상행 5도 진행.

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진행이 마디 92부터 시작해 마디 96까지 다섯 마디 

동안 진행되는데 셈여림도 mf 에서 시작해 마디 95의 ff 까지 상승하는

데 이때 오른손은 G♯-C♯-G♯음을 반복하고 왼손은 F♯-B-F♯만 반복

함으로써 장9도 음정간격을 유지하고 음들의 충돌로 인해 긴장을 최고조

로 이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마디 96에서는 diminuendo (점점 여리게)를 

동반해 점점 분위기를 바꿀 준비를 시작한다. 마디 96의 마지막 박에서

는 하행 5도 음형이 등장하면서 여섯 마디동안 불안했던 조성을 마디 97

의 C장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마무리를 짓는데 이 마디 97의 3음이 

생략된 C장조는 마디 91의 3음이 생략된 G장조 제2전위 화음에 대한 해

결이다. <악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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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3> 마디 95와 96의 부딪히는 의 음형 반복.

<악보 44> 마디 91의 G장조 제2전위 화음 과 마디 97의 해결.

이후 마디 97부터 여섯 마디 동안 C장조 아르페지오가 등장하지만 이전

의 진행처럼 역동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진행이 아닌 한 음형이 계속 반

복이 된다. <악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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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마디 97 동일음형 반복진행.

마디 99부터 101 까지는 이전 마디의 음형을 왼손에서만 반복한다. 이 

부분의 중심음인 C음과 제5음인 G음만을 반복함으로써 C장조 종지느낌

이 확실히 전달되며 반복을 통해 생기는 자연적인 울림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세음 단위로 반복되던 음형이 마디 100에서는 두음 음형으로 감

소하며 자연스럽게 속도감이 느려진다. 셈여림도 ff 로 시작했던 이전 진

행과 다르게 mp 에서 출발하여 diminuendo (점점 여리게)로 p 까지 연결

되는데 같은 음 반복 및 셈여림의 감소를 통해 이 부분은 기보된 

ritardando (점점 느리게) 형태이고 전반적으로 긴장이 느슨해지는 분위기

를 형성한다. 마디 102는 한마디 전체가 쉼표이고 충분한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정지상태의 마디이다.

<악보 46> 마디 99-101 기보된 ritardando 및 정지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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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03부터 이 곡의 끝까지 코다가 등장한다. 이때 시작은 곡의 시작

이었던 선율과 리듬 그리고 템포 표시도 동일하지만 이 부분의 중심음이 

C음인 만큼 곡의 시작이었던 F음에서 4도 아래인 C음으로부터 출발한

다.

<악보 47> 코다와 곡의 처음 선율 비교.

1) 곡의 첫 시작 선율

2) 4도 하행한 마디 103의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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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07과 108에는 바로 이전 부분인 A'의 마디 93 음형이 동일하게 

삽입되어 있지만 파도소리와 같았던 음색보다는 바람이 부는 것 같이 한

층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셈여림도 mp 로 등장한다.

<악보 48> 마디 93과 마디 107의 동일한 음형 다른 형태.

마디 110부터 112는 또 다시 곡의 시작부분인 마디 3과 4를 상기시키는

데 이번에는 마디 4에 등장했던 화성이 마디 112에서 사라지고 한 마디

의 쉼표로 등장하는데 이 쉼표에 도착했을 때 실제로 연주하지 않아도 

화성이 들리는 것 같은 효과를 준다. 또 다른 차이점은 마디 4는 a

tempo (원래 빠르기로) 라는 지시어와 페달 변경표시가 있지만 마디 112

는 페달 변경 표시가 없고 ritardanto (점점 느리게) 이후 a tempo (원래 

빠르기로) 지시 없이 등장한다. <악보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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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9> 곡의 시작마디 3-4 와 마디 111-112 비교.

마디 113부터 끝까지 다시 마디 93의 음형이 삽입되었지만 훨씬 셈여림

이 감소한 p 로 등장한다. 셈여림은 주로 mp 에서 시작해 p, pp, 그리고 

ppp 까지 차례로 감소하며 rallentando (점점 여리게) 가 등장함으로 훨씬 

차분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또한 리듬도 6연음에서 5연음으로 바뀌면

서 역시 앞부분에 등장했던 기보된 ritardando (점점 느리게)를 연상시킨

다. 마디 115의 오른손에는 이곡에서 가장 높은 음역까지 상행 5도 음형

을 통해 도달하는데 이때 오른손의 맨 마지막 음이 C이며 ppp 로 마무

리 된다. 또한 rallentado (점점 여리게) 후에 a tempo (원래 빠르기로) 지

시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작품의 이름 알렐루야 의 뜻인 “하

나님을 찬양하라”를 외치며 하늘로 상승하는 느낌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악보 50>



- 61 -

<악보 50> 기보된 ritardando 및 곡의 마무리 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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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지금까지 작곡가 이신우의 작품 《코랄환타지 3번, “알렐루야”》

(Chorale Fantasy No. 3, " Alleluia" ) 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곡은 환타지

로써 특정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지만 다양한 음악적 소재와 중심음의 

역할에 따라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각 부분의 특징을 살펴보자

면 첫 번째 부분은 F음이 중심음 이며 중세시대 교회음악인 그레고리안 

성가 느낌의 단선율로 시작한다. Arvo Pärt의 작곡기법 중 종소리를 나

타내는 양식인 Tintinnabuli의 영향을 받은 음형이 등장하며 순차적으로 

상행 및 하행하는 대칭형 선율도 등장한다. 두 번째 부분도 F음이 중심

음 이지만 첫 번째 부분보다 훨씬 확장된다. 리듬과 화성의 변화가 이루

어지는데 특히 4 : 6, 4 : 7, 5 : 9 등 세밀한 리듬분할이 등장하고 8분 

음표부터 32분 음표까지 다양한 리듬이 사용되었다. 화성적인 측면에서

는 F음을 공통음으로 가지고 파생되는 여러 가지 화성들이 등장한다. 세 

번째 부분의 중심음은 A음 이며 새소리, 바람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모

방한 음형이 등장하고 음 소재의 변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마

지막으로 이 작품의 클라이맥스인 네 번째 부분은 C음이 중심음 이며 

장식적인 왼손 아르페지오 선율과 오른손의 웅장한 코랄이 어우러져 긴

장을 고조시키며 화려한 음향효과를 만들어 낸다. 이후 신에 대한 깨달

음을 나타내는 듯 차분한 분위기의 상행 완전 5도 아르페지오로 작품을 

마무리한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중세시대의 교회음악인 그레고리안 성가의 

선법적 선율 사용 및 미사 고유문인 알렐루야의 발전기법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었다. 또한 Olivier Messiaen의 종교적 연작형식 작품 및 새소리

와 같은 자연적 소리 모방 음형과 Arvo Pärt의 종소리 기법인 

Tintinnabuli 영향을 받아 작곡가 특유의 언어로 활용함으로써 전통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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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과 현대음악을 연결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또한 성악곡이 주를 이루

었던 중세시대 교회음악의 특징을 독주악기인 피아노 음악으로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것을 연상시키는 음색과 음향을 창조해내는 기법이 흥미롭

다.

이 작품에서는 조성체계가 전통적으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각 

부분을 대표하는 중심음 들이 존재한다. 어느 부분에서는 장조 혹은 단

조의 화성을 사용한 것 같이 들리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화성 기능으로써 

사용된 것이 아니라 중심음 에서 위, 아래로 파생된 화성으로써 쓰였다.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본 작곡가 이신우의 작품은 난해하고 실험

적인 현대음악 이라기보다는 고음악과 현대적 기법이 적절히 어우러진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코랄환타지 3번 알렐루야를 분석한 본 연구를 

통해 작곡가 이신우의 음악세계와 그의 작품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더

욱더 활발한 연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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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Abstract

A study of Shinuh Lee's

Chorale Fantasy No. 3 Alleluia

Minjee Lee

Instrumental Music, Piano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presents a study on Shinuh Lee's Chorale Fantasy

No. 3 Alleluia. As the title "Fantasy" suggests this work shows a free

flow of various musical ideas and thematic materials.

Shinuh Lee's works can be divided into two periods. In the

early period which is her college period to the Royal Academy of

Music in London, she was influenced by sound effects which are

often appeared in the 20th century contemporary music in Europe.

The later period starts with her major orchestral work,《Psalm 20》

(1994/96, 1998 revised) and is based on her religion and faith. She

often composes works which are based on texts from the B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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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Shinuh Lee's

religious music and the Medieval church music, in particular the

Gregorian chants. It also tries to link the works of 20th century's

composers Olivier Messiaen and Arvo Pärt with her compositions of

the later period.

There are a number of elements that link Medieval church

music and Chorale Fantasy No. 3 Alleluia. A significant link is the

essential form and character of a 'Mass'. Shinuh Lee's Alleluia is

influenced by colors, rhythms and motives that can often be found in

a 'Mass'. In addition, a single melody of Gregorian chant is weaved

through the piece. Another important influence comes from Olivier

Messiaen and Arvo Pärt. In particular the cyclic works for solo

instrument and the imitation of nature sound in rhythms and

motives, as well as the effects of the "Ringing bells".

This work is based on Psalm 117 and it can be divided into

four sections by main note and harmonic structure. The opening

starts with modal melody in character of Gregorian chant and the

section develops as two hands move in contrary motion and it makes

greater sonority. The second section is in scherzo mood and composer

is seeking for different colors by altering melodies and harmonies.

Various motives and melodies which are imitations of nature sounds

such as bird and wind appear in the third section. The last section

which is the climax of whole piece has brilliant arpeggio in left hand

and grand chords in right hand that make sound as if it expresses

spirit of God. At the end, the modal melody from opening appears

again a perfect fourth lower and slowly it leads to the end of 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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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very section of this piece, there are chords that sound like

traditional major and minor chords but these chords do not function

in traditional ways. These are derived from main note as it expands

upward and downward and creates harmonies.

keywords: Shinuh Lee, Korean composer, Religious music, Alleluia,

Chorale Fantasy, Piano works

Student Number: 2011-2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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