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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헨리 카웰(Henry Cowell, 1897-1965)의 울트라모더니즘

피아노 작품을 연구한 것이다. 울트라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1920년대

미국에서 대두된 아방가르드, 혹은 실험주의 음악에 사용되었다. 카웰은

클러스터, 슬라이드, 피아노 스트링 기법 등을 통해 울트라모더니즘의 대

표적인 작곡가가 되었다. 1920년대 그의 작품에는 중국, 일본, 인도 등의

비서구 음악에 대한 경험이 나타난다. 이는 실험주의 기법이 등장한 배

경과 이 기법이 사용된 음악적 맥락을 통해 알 수 있다.

실험주의 기법이 사용된 1920년대 카웰의 음악에 다양한 문화의 영

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 학자들이 인정했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실험적

이라는 것에만 집중하여, 피아노 기법 소개와 연주 방법에 대한 설명으

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1920년대에 작곡된 카웰의

피아노 작품에서, 실험주의 기법이 비서구 문화적 요소를 나타내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카웰의 음악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

해, 먼저 울트라모더니즘 음악이 나타나게 된 시대적 배경과 여러 문화

를 경험한 카웰의 삶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카웰의 실험주의 피아

노 기법을 연구한 후, 이 기법이 비서구 문화와 가지는 관계를 절대음악

과 표제음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카웰의 실험주의 기법은 비서구 문화의 영향을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매크로 클러스

터(macro-cluster)를 통해 동양의 타악기 음향을 모사했다는 것, 두 번째

는 비서구 음악의 선율과 리듬을 선법이나 5음음계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통해 묘사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비서구 문화의 전설에 나오는 표제

의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 클러스터, 슬라이드 기법 등을 사용한다는 점

이며, 네 번째는 피아노 스트링 기법을 통해서 동양이나 아랍의 현악기

를 연주하는 것과 같은 이국적인 음향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카웰



의 실험주의 기법이 그의 음악에 영향을 준 비서구 문화의 요소를 나타

내는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헨리 카웰, 울트라모더니즘, 실험주의, 아방가르드, 비서구, 클러

스터, 슬라이드, 피아노 스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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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이 음악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올랐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다수의 유럽 음악가들이 미국으

로 이민이나 망명을 한 것이며, 두 번째는 서구 유럽의 관습에서 벗어나

고자 했던 20세기 음악 경향이 유럽 작곡가들 보다 미국의 작곡가들에게

서 일찍, 그리고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찰스 아이브스(Charles Ives, 1874-1954)와 헨리 카웰(Henry

Cowell, 1897-1965)을 들 수 있다.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1874-1951)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위대한 작곡가가 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자부심을 보존하면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무관심에 대해서는 경

멸로 대응했다. 그는 찬사나 비난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그의 이름은 아

이브스다.”1)라는 글을 남겼다. 쇤베르크가 이러한 평가를 한 것은 아이

브스 음악에 나타나는 진보성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1890년대 중반부터

1920년경까지 ‘시편’ 작품들과 《수확 축제 합창곡》(1901), 《현악사중주

2번》(1902), 《대답 없는 질문》(1906) 등을 통해서 조성음악 전통에서

벗어난 복조성, 복합리듬 등의 음악 어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2) 이러한

아이브스의 음악 경향은 쇤베르크가 1908년경 무조음악을 통해 기능화성

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이나 스트라빈스키가 1910년에 원시주의 발레음악

에서 보여준 복합리듬과 복조성 보다 20년가량 먼저 나타났다.

1920년 이후 미국음악의 진보성은 ‘울트라모더니즘’(Ultra-modernism)

1) 알렉스 로스, 『나머지는 소음이다』, 김병화 번역 (파주: 21세기 북스, 2010), 209.
2) 1890년대 중반부터 1920년경까지 작곡한 시편 작품에는《시편 150》(1894년경), 《시
편 67》(1894년경), 《시편 54》(1894년경), 《시편 24》(1894년경), 《시편 100》(1898-99
년경), 《시편 14》(1899년경), 《시편 135》(1900년경), 《시편 90》(1894~1924) 등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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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들에서 잘 나타났다. 우선 ‘울트라모더니즘’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

보겠다. 길버트 체이스(Gilbert Chase)는 『미국 음악: 순례자부터 현재

까지』의 25장에 「울트라모던 운동」이란 소제목을 붙이며, 이 운동에

대해, “‘아방가르드’라는 용어가 유행하기 이전, 비평가들과 (이러한 경향

의)지지자들은 아방가르드적 경향을 띤 운동을 ‘울트라-모던’이라고 명명

했다. 울트라모더니즘 운동은 1920-30년대, 재즈 시대, 경제 대공황과 함

께 전성기를 맞았다”고 서술했다.3) 데이비드 니콜스(David Nicholls)는

『케임브리지 미국 음악사』의 19장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서 1900

년경부터 1940년대 이전 작곡가들의 아방가르드와 실험주의를 대해 논하

는 부분에서 울트라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한다.4) 또한 갠

(Kyle Gann)은 『미국의 음악: 20세기』의 2장을 통해 1920년대 미국

음악의 현상을 울트라 모더니즘으로 설명한다.5) 이들이 모더니즘 대신,

울트라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이

다.

레온 보트스타인(Leon Botstein, 1946- )은 그로브 사전의 ‘모더니

즘’ 항목을 통해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33년경까지 모더니즘 경향을

12음 음렬음악, 신고전주의, 표현주의, 민속음악, 실험주의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6) 앞서 체이스와 니콜스 그리고 갠이 울트라모더니즘이라는 용

3) Gilbert Chase, America’s Music: from the Pilgrims to the Present, 449.
4) 니콜스(David Nicholls)는 『케임브리지 미국 음악사』(The Cambridge History of
American Music)의 19장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서, 1900년경부터 1940년대 이전
작곡가들을 소개할 때 울트라모더니스트에 대해서 설명한다. David Nicholls ed.,
Cambridge H istory of American Musi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5) Kyle Gann, ‘Ultramodernism-The 1920s,’ American Music: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Schirmer Books, 1997)

6) 첫 번째 그룹은 쇤베르크와 그의 제자인 베르크와 베베른으로 구성된 제2비엔나 악파
이며, 두 번째 그룹은 스트라빈스키와 같이 프랑스와 러시아 문화가 결합된 예이다.
세 번째는 부조니(Ferruccio Busoni, 1886-1924)와 힌데미트(Paul Hindemith
1896-1963)의 초기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독일 표현주의이며, 네 번째는 미국의 아이
브스, 헝가리의 바르토크(Béla Bartók, 1881-1945), 폴란드의 시마노프스키(Karol
Szymanowski, 1882-1937), 체코 슬로바키아의 야나체크(Leoš Janáček, 1854-1928),
마르티누(Bohuslav Martinů, 1890-1959), 멕시코의 샤베즈(Carlos Chávez, 1899-1978)
와 같은 토착적인 요소를 사용한 그룹이다. 마지막으로는 아바(Alois Há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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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사용한 예와 그로브 사전에서 정의하는 모더니즘의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1920년대에서 1930년경 미국에서 나타난 아방가르드나 실험주의

경향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울트라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울트라모더니즘의 흐름을 주도한 미국 작곡가는 헨리 카웰이었다.

이것은 그의 작품에 나타난 새로운 피아노 기법들과 울트라모더니스트들

을 위한 음악 단체 활동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카웰은 1910년대 중반부

터 클러스터, 슬라이드, 피아노 스트링 기법7) 등을 통해 서구 음악의 기

능 화성, 음(pitch), 불협화와 협화의 개념에서 벗어난 음악을 작곡했다.

소음으로 여겨졌던 소리를 음악의 재료로 작품에 사용한 것은 에드가 바

레즈(Edgard Varése, 1883-1965)보다 약 10년가량 앞섰고8) 카웰의 피아

노 스트링 기법은 1940년경 존 케이지가 ‘프리페어드 피아노’(Prepared

piano) 작품을 작곡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9) 또한 ‘음향’이 작품

을 구성할 때 중심 요소로 사용하는 것은 1960년대에 등장하는 펜데레츠

키(Krzysztof Penderecki, 1933- )나 리게티(György Ligeti, 1923-2006)

의 음향 음악보다 40년 이상 앞선 것이다.10) 이는 카웰의 울트라모더니

1893-1973), 바레즈, 카웰의 작품에서 드러난 실험주의이다. Leon Botstein.
"Modernism."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accessed November 16, 2015,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40625.

7) 피아노 스트링 기법이란 피아노의 건반이 아니라, 현을 이용하여 연주하는 기법을 총
칭하는 것이다.

8) 바레즈는《하이퍼프리즘》(Hyperprism, 1922), 《아메리크》(Amerique, 1928), 《이오니
제이션》(Ionization, 1931) 등의 관현악 작품에서 악기 주법의 변화, 사이렌 사용, 글리
산도 기법 사용 등을 통해 소음의 영역에 있었던 새로운 음악 재료를 사용했다.

9) 존 케이지는 카웰의 학생이었다. 이 두 작곡가는 1933년부터 1941년경에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타악기 음악, 월드 뮤직, 프리페어드 피아노, 슬라이딩 톤, 유연성 있는
음악 형식 등에 대한 생각을 서로 공유했다. 이 두 작곡가의 관계를 다룬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Leta E. Miller, “Henry Cowell and John Cage:
Intersections and Influences, 1933–1941,” Journal of the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59 (2006): 47-112.

10) 펜데레츠키는 1960년에 《아나클라시스》(Anaklasis, 1960)를 통해, 리게티는 《아파
리시옹》(Apparition, 1958-59)과 《아트모스페르》(Atmosphère, 1961) 통해 음향음악
을 작곡했다. 카웰은 《다이내믹 모션》에서 클러스터 기법을 이용하고 《밴쉬》에서
여러 가지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음향이 작품의 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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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시기 작품이 미국과 유럽의 1900년대 중반 이후의 음악 경향을 예견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대를 앞서간 울트라모더니즘 시기 카웰의 작품들은 클러스터, 슬

라이드, 피아노 스트링 등의 ‘실험적’ 기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기법들에는 비서구 문화의 영향이 내재되어 있다. 브루스 세일러

(Bruce Saylor)는 “샌프란시스코에는 동양음악 문화가 다양하고 풍부하

게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카웰은 서양음악보다 중국, 일본, 인도의 고

전 음악을 더 많이 듣고 자랐고, 동양음악을 깊이 이해했다.”11)라고 주장

했다. 김희정은 『20세기 작곡가 연구』의 16장 「헨리 카웰」을 통해서

민속음악적 요소가 카웰의 초기 음악부터 여러 시기에 걸쳐 직․간접적

으로 존재했다고 주장한다.12) 또한 카웰의 클러스터 기법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한 마이클 힉스(Michael hicks)도 「카웰의 클러스터」라는

논문을 통해서 클러스터 음향이 나오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동양 음악의

영향을 꼽고 있다.

이처럼 카웰의 작품에 비서구 문화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인정

하는 여러 주장들이 있다. 하지만 그의 초기 작품 연구들에서는 클러스

터, 슬라이드 등의 새로운 음악 주법에 대한 설명이나, 연주 방식에 관한

논의에 편중되어 있다. 이것은 휴고 웨이스갈(Hugo Weisgall)의 「헨리

카웰의 음악」13), 레이코 이시이(Reiko Ishii)의 「20세기 미국 음악에서

확장된 피아노 연주 기법의 발전」,14) 안정현의 「헨리 코웰과 20세기

음악 연구-코웰의 음악적 기법을 중심으로」,15) 이영희의 「헨리 카우

만들었다.
11) David Nicholls. ‘Avant-garde and experimental music,’ 520쪽 재인용.
12) 김희정, 「헨리 카웰」, 『20세기 작곡가 연구 2』 20세기작곡가연구회 (파주: 음악
세계, 2001), 337.

13) Hugo Weisgall, “The Music of Henry Cowell,” The Musical Quarterly 45 (1959):
484-507.

14) Reiko Ishii “The Development of Extended Piano Techniques in
Twentieth-Century American Music” (D. Mus., Florida State University College of
Music, 2005).

15) 안정현, 「헨리 코웰과 20세기 음악 연구-코웰의 음악적 기법을 중심으로」, 『한국
피아노학회 논문집』 6 (2012): 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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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 존 케이지, 조지 크럼 등을 중심으로 한 현대 피아노 기법의 발

전」16) 등의 논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심지어 클러스터 기법이 등장하는

데에 동양음악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던 힉스도 ‘카웰의 클러스터’에

서 클러스터 기법에 대한 음악 이론적 배경, 종류, 기보법의 발전 등에만

집중했다.17)

본 논문에서는 1917년에서 1930년 사이 카웰의 음악에 나타나는

비서구 문화의 영향을 실험주의 기법이 사용된 음악적 맥락 안에서 살펴

보았다. 앞서 1920년대에서 1930년경 미국의 아방가르드나 실험주의 경

향을 울트라모더니즘이라고 정리를 했다. 그럼에도 1917년부터 카웰의

작품을 연구하는 이유는 1916년에 찰스 시거(Charles Seeger, 1886-1979)와

의 음악 공부를 마쳤기 때문에 그 이후 작곡된 작품들은 전문 작곡가로

서 발표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1930년대 초반 작품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이 시기 음악에

비서구 음악의 영향이 자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카웰은 1931년부터

1932년까지 구겐하임 재단의 후원을 받아 베를린에서 민속음악을 연구했

는데, 이때 연구한 자바, 인도, 중국, 일본 등의 민속음악의 영향이 1930

년대 작품에서 선율과 리듬을 통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실험주의 기법’에만 치중되어 있던 카웰

의 초기 피아노 음악에 비서구라는 측면을 더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카

웰의 울트라모더니즘 음악을 더욱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1900년에서

1930년 사이의 유럽과 미국 음악계의 시대적 배경과 카웰이 접한 음악적

16) 이영희, 「헨리 카우웰, 존 케이지, 조지 크럼 등을 중심으로 한 현대 피아노 기법의
발전」, 『연세음악연구』 2 (1992): 183-201.

17) 카웰이 클러스터 음향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마이클 힉스는 네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째는 카웰이 어린 시절에 동양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는 점,
둘째는 카웰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신화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이러한 음
향을 생각해냈다는 것이다. 셋째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손바닥, 주먹, 팔 등을
이용해 피아노 건반을 장난치듯이 누르면서 이 음향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넷째는
카웰이 8살부터 갑자기 근육에 쥐와 경련이 일어나는 무도병(St. Vitus´ dance)을 앓
았는데, 피아노를 치다가 갑자기 이 증상이 나타나면 카웰은 저절로 클러스터를 연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카웰이 클러스터 음향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Michael Hicks,
“Cowell’s Clusters," The Musical Quarterly 77 (1993): 4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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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해 알아보겠다. 카웰의 울트라모더니즘 피아노 작품에 대해 연

구하는 부분에서는 실험주의 피아노 기법에 대해 알아본 후 작품 분석으

로 들어가겠다. 이 때 텍스트의 유무를 기준으로 작품을 나누어 분석하

고, 이를 통해 실험적 기법이 비서구 문화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되는

지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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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900-30년의 미국과 유럽 음악의 시대 배경

이 장에서는 1900년에서 1930년 사이의 미국 음악계의 변화를 유럽

과 비교하여 알아보고, 울트라모더니즘이 대두되게 된 배경, 1920년대 모

더니즘 음악가들을 위해 설립된 단체와 이들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카웰의 음악이 당대 어떤 흐름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인지,

모더니즘 음악가들 사이에서 카웰의 위치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아 볼

것이다.

1. 1900-30년의 미국과 유럽의 음악

1900년경 서구 음악에서는 약 200년간 서양음악의 중요한 형식적

틀이었던 조성이 붕괴되어갔다. 말러(Gustav Mahler, 1860-1951)와 슈트

라우스(Richard Strauss, 1864-1949) 같은 독일의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

들은 극도의 반음계주의를 보여주며 조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음악을 작

곡했다.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18)와 라벨(Maurice Ravel,

1875-1937) 등의 프랑스 인상주의 작곡가들은 이끔음과 으뜸음의 기능

화성의 특징을 생략하고 온음음계, 5음음계, 선법 등을 사용한 작품을 만

들었다. 1910년경에는 쇤베르크를 비롯한 제2비엔나 악파의 무조음악, 스

트라빈스키의 원시주의, 바르토크의 헝가리 농민음악 연구, 레거의 역사

주의, 스크랴빈(Aleksandr Nikolaevich Scriabin, 1872-1915)의 신비주의,

이탈리아의 미래주의 등등 더 다양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경향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쇤베르크가 ‘불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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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해방’을 통해 ‘무조음악’의 길을 열었던 것이다.18) 무조음악은 서양

음악에서 큰 변혁을 의미했다. 서양 고전 낭만 음악에서는 조성 체계가

작품을 구성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성에는 위계질서가 있어

서 중요한 음과 화음들이 있었으며 불협화음은 반드시 협화음으로 해결

해야 했다. 하지만 고도의 반음계주의, 먼 조성으로의 전조, 계속되는 불

협화음 진행은 으뜸음으로 돌아가려는 조성음악의 특징을 약화시킴으로

써 무조음악으로의 이행을 가져왔다. 한편 음악의 중심지에서 소외받았

던 헝가리, 스페인,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자국의 민요, 춤곡 등을 이용

한 민족주의 경향의 작품이 나타났다.

이처럼 유럽 음악은 그동안의 음악 전통에서 점차 벗어나며 다양화

되고 있었다. 하지만 1900년에서 1920년 사이의 미국 음악계에서는 서구

음악 전통을 계승하는 유럽 출신의 음악가들이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어

나갔다. 서구 음악 전통에서 벗어나려는 당대 유럽의 모더니즘 경향은

미국 내에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이러한 작품은 무시 당했다. 에드가 바

레즈의 아내, 루이스의 증언에 따르면 바레즈가 1915년 처음 미국에 갔

을 때 음악회 레퍼토리를 보고 무조음악을 비롯한 당대의 유럽음악이 전

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 놀랐다고 한다.19) 또한 유럽 모더니즘 음악

의 영향 없이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아이브스는

당대 미국 작곡가들 사이에서 아마추어 작곡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이

브스는 예일 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며 정규 교육을 받았지만, 대학 졸

업 후에는 회사원으로 일하며 여가 시간에 작곡을 했기 때문이다. 아이

브스가 직업 작곡가가 아니라는 것과 그의 작품이 유럽의 음악 전통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그의 작품은 평가 절하되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미국인들 사이에서 자국에 대한 자긍

18) 쇤베르크는 1908년 《현악 사중주 2번》 3악장부터 무조로 된 곡을 작곡했고, 4악장
에서는 “나는 다른 혹성의 대기를 느낀다Ich fühle luft von anderem planeten”라는
스테판 게오르그(Stefan George)의 시 구절을 인용했다. 이는 조성이 없어진 음악을
작곡할 때 작곡가 자신이 느낀 생각을 시를 빌어서 표현하는 구절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혹성을 연상시킬 정도의 전면적인 변화를 의미한 것이다.

19) Louise Varese, interview with the author, New York City,, 6, July,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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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높아졌다. 이것은 사회와 문화 전반에서 독일의 영향에서 벗어나려

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음악에서 연주회 레퍼토리의 변화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인 시기에도 미

국에서는 유럽의 고전, 낭만 중심의 곡들이 연주되었다. 하지만 1920년경

부터는 미국 작곡가들의 작품 및 유럽의 모더니즘 작곡가들의 작품 연주

빈도가 늘어났다.20)

1920년 이후 당시로서는 실험적이고 아방가르드 한 경향을 보여준

미국 작곡가로는 카웰, 러글스, 베커, 리거 등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음악을 ‘울트라 모더니즘’이라고 칭했다. 이 작곡가들은 카웰을 주축으로

음악 단체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자신들의 작품을 연주하고 출판함으로

써 울트라모더니즘을 미국 내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1920년대 카웰이 활동하거나 설립한 음악 단체의 특징과 역

할을 알아봄으로써 실험주의 음악을 알리기 위한 그의 노력을 알아보겠

다.

20) 1920년 전후 미국 음악계의 레퍼토리 변화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통해 알 수
있다. Barbara L. Tischler, An American Music: The Search for an American
Musical Ident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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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트라모더니스트의 음악단체

서구 조성음악 전통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울트라모더니즘 작곡가

들의 음악 단체 활동을 통해 나타났다. 이것은 1900년대 작곡된 유럽의

모더니즘 음악을 미국 지역 내에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생겨난 단체가 ‘국제작곡가협회’(International Composers’

Guild, 1921-27)이다. ‘국제작곡가협회’는 1921년에 바레즈가 하프 연주자

이자 지휘자인 카를로스 살제도(Carlos Salzedo, 1885-1961)와 함께 설립

했다.21)

‘국제작곡가협회’의 설립 목표는 뉴욕 청중들에게 당시 유럽의 현대

적인 작품을 소개하고, 고루하고 보수적인 취향을 가진 연주기관, 콘서트

매니저, 비평가, 청중 등을 비판하는 것이었다.22) 그리하여 이 협회에서

는 제2비엔나 악파, 프랑스 6인조, 스트라빈스키, 바르토크, 힌데미트, 라

벨 등의 유럽 모더니즘 음악을 뉴욕에 소개했다. 또한 이 단체에서는 카

웰, 러글스 등을 포함한 미국의 울트라모더니즘 작곡가들의 작품도 발표

했다. 모더니즘 작곡가의 수와 작품 수가 유럽에 비해 많이 부족했기 때

문에 ‘국제작곡가협회’에서 연주되는 미국 작곡가들의 작품은 적었다. 하

지만 미국 내에서 행해지던 실험주의 음악 경향을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기회를 제공했다.23) 1923년에는 ‘국제작곡가협회’와 비슷한 성격의 단체

21) 이 협회에 가입한 작곡가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한 그룹은 미국에서만 음악을 공
부하고 작품 활동을 한 작곡가들로 여기에는 카웰, 러글스, 에머스 위톤(Emerson
Whithorne, 1884-1958), 헨리 아이히하임(Henry Eichheim, 1870-1942), 윌리엄 스틸
(William Still, 1895-1978) 등이 속했다. 다른 그룹은 유럽에서 정규 음악 교육을 받은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작곡가들로 바레즈, 살제도, 루이스 그룬버그(Louis
Gruenberg, 1884-1964), 레오 오른슈타인(Leo Ornstein, 1893-2002), 데인 러디아르
(Dane Rudhyar, 1895-1985) 등이 있었다.

22) Deane L. Root, “The Pan American Association of Composers (1928-1934),"
Anuario Interamericano de Investigacion Musical 8 (1972): 49.

23) ‘국제작곡가협회’에서 초연한 작품 목록은 다음 논문의 부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
다. R. Allen Lott, ““New Music for New Ears": The International Compo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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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작곡가연맹’(League of Composers, 1923-1954)이 설립됐다.24)

당대의 유럽과 미국의 새로운 음악 경향을 알리려 했던 단체로 미

국의 동부지역에 ‘국제작곡가협회’와 ‘작곡가연맹’이 있었다면 서부에는

‘신음악협회’(New Music Society, 1925-1958)가 있었다. 1923년에 카웰은

유럽으로 연주여행을 갔다. 그는 모더니즘 음악의 공연과 출판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유럽의 음악계 분위기에 자극을 받았다. 연주여행을 마치고

1925년에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카웰은 ‘신음악협회’를 설립했다. 그는

‘신음악협회’의 설립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에

는 스트라빈스키, 쇤베르크, 러글스, 러디아르 등등 울트라모던 경향이라

고 불리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신음악 협회는 이

러한 작품을 연주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신음악 협회는 1925년 초가을에

첫 연주회를 할 것임을 공표한다.”25) 이를 통해 카웰이 생각한 울트라모

던은 유럽의 모더니즘 경향과 미국의 실험주의 경향을 포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단체에는 작곡가 뿐 아니라 연주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신음악협회’에 소속된 연주자들의 연주로 쇤베르크, 프랑스 6인조, 아이

브스, 러글스 등의 음악을 캘리포니아 지역에 소개했다.

카웰은 울트라모더니즘 작품을 연주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신

음악 계간지’(New Musical Quarterly)를 창간하였다. 이는 울트라모더니

즘 경향의 미국 작곡가들이 겪는 출판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

Guild,” Journal of the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36 (1983): 266-86.
24) ‘작곡가 연맹’은 ‘국제작곡가협회’와 유사했지만 바레즈의 독단적인 리더십에 반감을
가진 국제작곡가협회 멤버들이 작곡가협회를 탈퇴하고 1923년 ‘작곡가 연맹’을 설립하
였다. ‘국제음악협회’에서 탈퇴하게 된 결정적인 갈등은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
로》(Pierrot lunaire)를 재공연하는 문제였다. 당시 ‘국제작곡가협회’의 회장이었던 바
레즈는 다른 작곡가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달에 홀린 피에로》 재공연을 완강히
반대했다. 《달에 홀린 피에로》를 재공연하는 것은 ‘국제작곡가협회’의 설립 취지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이 단체는 당대의 현대적인 작품이 뉴욕에서 ‘초연’할 수 있도
록 후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재공연을 하게 되면 다른 작품을 ‘초연’해서 대중들
에게 알릴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그동안의 바레즈의 독단적인 행동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국제작곡가협회’ 소속 작곡가들은 결국 이 단체에서 나와서 새로
운 단체인 ‘작곡가 연맹’을 설립했다.

25) Rita H. Mead의 “Henry Cowell's New Music Society,” The Journal of
Musicology 1 (1982): 450 각주 6번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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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내 음악 출판사에서는 이들의 작품이 거의 판매되지 않을 것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판을 꺼렸다.26) ‘국제작곡가협회’에서 울트라모

더니즘 작품을 출판했지만 이것은 유럽 작곡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

루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웰은 미국에 사는 많은 음악가들

에게 ‘신음악 계간지’의 발행 목적이 담긴 편지를 보냄으로써 후원자를

모집했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으로 1927년에 울트라모더니즘 작곡가들의

악보만 담긴 ‘신음악 계간지’를 출간했다. 27)

카웰과 바레즈는 1928년 ‘범미국작곡가협회’를 설립했는데 이 기관

은 아메리카 대륙 전 지역 작곡가들 사이의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었다. 카웰은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범미국작곡가협회’ 회장으로 활동

했다. 이 단체의 멤버에는 카웰과 바레즈를 포함하여 조지 앤타일

(George Antheil, 1900-54), 카를로스 샤베즈, 아이브스, 리거, 살제도 등

이 있었다. ‘범미국작곡가협회’는 단체의 규모에 비해 소속된 작곡가가

적었고, 작품 연주를 위해 작곡가가 부담해야 할 영역이 매우 컸지만 대공

황의 여파로 1934년 해산되기 전까지 잘 운영되었다. ‘범미국작곡가협회’의

상임 지휘자였던 니콜라스 슬로님스키(Nicholas Slonimsky, 1894-1995)는

이 단체에 소속된 작곡가들의 작품 초연을 감독했다. 1933년에는 라디오

방송국 WEVD28)의 콘서트 시리즈를 ‘범미국작곡가협회’에서 매주 주관

26) 카웰은 《신음악 계간지》의 초판 성명문에서 당대 울트라모더니스트들의 작품 출판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현대 미국 작곡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출판할 기회
가 매우 적다. 출판사들이 미국 현대 작곡가들의 작품을 출판함으로써 감당해야 할지
도 모르는 적자의 위험을 꺼리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현대 작품이 출판됐을 때, 대부
분이 팔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들은 알려지지 못하고 작곡가들은
이윤을 얻을 수 없다.” Rita H. Mead, “Cowell, Ives, and “New Music",” The
Musical Quarterly 66 (1980): 539.

27) ‘신음악 계간지’가 지속적으로 출간되는 데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아
이브스였다. 그는 1930년경부터 57년까지 후원을 했고, 아이브스가 죽고 나서는 그의
아내인 하모니(Harmony Ives) 정기 후원을 이어갔다. 하모니마저 세상을 등지고 난
후, 후원금을 얻을 수 없었던 ‘신음악 계간지’는 1958년 시어도어 출판사(Theodore
Press)에 인수되었다. Rita H. Mead, “Cowell, Ives, and “New Music",” 538-59에는
카웰이 ‘신음악 계간지’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아이브스의 경제적 도움에 대
해서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28) 1927년 8월 미국의 사회당에서 만든 미국의 시사정보 라디오 방송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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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울트라모더니스트들의 작품을 알렸다.

‘국제작곡가협회’, ‘작곡가연맹’, ‘신음악협회’, ‘범미국작곡가협회’ 등

의 음악 단체를 통해서, 카웰이 자신의 개인적인 작품 활동에만 머무르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서구의 조성음악 전통에서 벗어난 울트라

모더니즘 작품을 연주회를 통해 미국의 음악가들과 일반 청중들에게 소

개했다. 또한 이 경향의 작곡가들의 작품을 출판하고 경제적으로 후원하

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울트라모더니즘

경향이 지속되고, 알려지는 데 카웰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 14 -

Ⅲ. 1930년 이전의 헨리 카웰의 음악 배경

카웰의 음악적 자양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음악

적 배경은 년도 순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다양한 음악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는 것인데, 이에 해당되는 시기는 1897년부터 1913년이다.

둘째는 찰스 시거에게 음악을 배우면서 자신의 음악 기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으로 1914년에서 1916년까지가 해당된다. 셋째는 1917년부

터 1930년까지 이어진 아일랜드 출신의 시인이자 아마추어 음악가였던

존 베어리언(John Varian, 1863-1931)과의 교류이다. 이 장에서는 1930년

이전 카웰의 삶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카웰의 음악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다양한 음악 문화의 경험: 1897-1914년

카웰은 1987년 3월 11일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근처 멘로 파

크(Menlo Park)에서 태어났다. 4살이 되었을 때 멘로 파크에 있는 집을

떠나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곳에서 지

내는 동안 일본의 세이센 음악과 고토 연주회를 가거나 중국의 연극을

관람하면서, 카웰이 아시아의 특이한 스케일로 된 선율, 의식용 북소리,

‘쾅’하는 울림을 들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중국, 일본, 타히티, 인도네시

아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아시아의 민속 노래와 억양 변화,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음악 사상을 접했다.29) 성인이 된 카웰이 한 인터뷰에서 “9살 때

동양 선율로 콧노래를 불렀는데 부모님께 배운 선율처럼 자연스럽게 익

29) 김희정, 「헨리 카웰」,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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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라고 했다.30) 이러한 진술은 차이나타운에서의 음악 경험이 카웰에

게 매우 강하게 남아 있음을 알려준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분

노의 춤》(Anger dance, 1914), <귀여운 대화>(Amiable conversation,

1917)에서 보여준 클러스터의 ‘쾅’하는 울림과 5음 음계 선율의 병치는

동양음악의 색채를 강하게 보여준다.

1906년에 캘리포니아 지역의 지진과 화재로 어머니와 함께 집을 떠

나 아이오와에 머물다가 1907년에서 1908년에는 뉴욕에서 지낸다. 작가

였던 어머니가 글을 쓰는 동안, 카웰은 미술 갤러리나 도서관에 갔다. 어

머니와 함께 센트럴 파크에서 하는 교향곡 콘서트, 쿠퍼 유니언에서 하

는 실내악 연주, 교회의 오르간 리사이틀 등의 무료 음악회에 다녔고 가

끔이지만 어린이 오페라를 관람했다고 한다.31) 뉴욕은 문화적 기반이 탄

탄한 곳이었기 때문에 카웰이 음악을 배우는 데 좋은 환경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뉴욕을 떠났고, 1910년 다

시 멘로 파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카웰은 자신의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살려 작곡을 시작했다. 1912년

에 구입한 낡은 피아노로 《화음 속 모험》(Adventures in Harmony),

《창조가 시작된다》(Creation Dawn), 《가마솥》(The Cauldron) 등의 클

러스터 음악을 작곡했다. 1914년 3월 5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음악 클럽이

주최한 콘서트에서 1912년경 작곡한 작품을 발표하며, 작곡가 겸 피아니

스트로서 데뷔를 했다.

30) Michael Hicks, Henry Cowell, Bohemian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2), 19-20.

31) Michael Hicks, Henry Cowell, Bohemian,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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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거와의 음악 공부: 1914-16년

카웰은 1914년에 아버지의 소개로 시거를 만났다. 시거와의 첫 만

남에서 카웰은 《화음 속 모험》, 《미뉴에티노》(Minuettino) op. 108을

들려줬고 시거는 카웰에게 자신의 작품과 스크랴빈의 op. 74, 스트라빈

스키의 작품들, 쇤베르크의 《3개 피아노 작품》 op.11을 들려줬다고 한

다.32) 이 만남을 통해 카웰은 당대 유럽의 음악 작품을 접하게 되었고,

그의 재능을 알아본 시거는 카웰에게 작곡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시거는 카웰이 이전에 작곡했던 작품의 혁신적인 면을 버리기 보다

는 그동안 사용한 음악기법을 체계화시키길 원했다. 그리고 화성학과 대

위법 수업을 들으며 서양 음악 전통을 배워볼 것을 카웰에게 요구했

다.33)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는 자신의 집에서 카웰을 위한 ‘자유 작곡’

을 시간을 만들었다. 또한 카웰은 에드워드 스트릭렌(Edward Griffith

Stricklen), 시거와 함께 음악이론을 공부했는데 이것은 카웰이 『새로운

음악 재료』(New Musical Resources)를 쓸 때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34)

1916년에는 카웰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시거와의 수업도 끝났

32) Michael Hicks, Henry Cowell, Bohemian, 67.
33) 시거는 한 잡지에서, 카웰이 유럽과 미국의 음악의 음악 훈련 시스템에 굴복하기에
는 자신만의 길을 너무 오래 걸어왔고, 그의 길은 버리지 않길 바랐다고 말했다.
John D. Spilker, ““Substituting a New Order”: Dissonant Counterpoint, Henry
Cowell, and the Network of Ultra-Modern Composers,”(PhD diss., Florida State
University, 2010)각주 4번 재인용. Charles Seeger, “Henry Cowell,” Magazine of
Art 33(1940): 288.

34) 시거와 스트릭렌은 카웰과 함께 공부한 음악이론을 바탕으로 버클리 대학에서 사용
할 화성학 책을 썼다. 그들은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다. 하나는 음악이
리듬, 음, 형식 등을 만들어 내는 ‘하나의 근본적인 체계’를 가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화성의 과학성은 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물리적 법칙, 즉 배음렬에
근거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수업 초반부에서 학생들은 6개 부분음을 통해서 배음렬
의 비율을 배웠다. 시거와 스트릭렌의 두 전제는 카웰의 책에서 자신의 음악기법을
설명하는데 사용하면서, 그의 기법이 서양 음악의 맥락안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설명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실험주의 기법’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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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시거의 조언으로 줄리어드 음악학교의 전신인 ‘음악예술연구

원’(Institute of Musical Art)에 들어갔다. 1916년 10월, 음악예술연구원

에서 수업을 받기 위해 그는 뉴욕으로 떠났다. 하지만 ‘음악예술연구원’

의 전통적인 학풍에 매우 큰 불만을 가졌던 카웰은 학교를 가는 대신 메

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서 상연한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발레

뤼스가 공연한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르슈카》 등을 관람했다. 또한 당

시의 젊은 진보적 작곡가 겸 연주자였던 레온 오른스타인을 만나면서 유

럽 작곡가들의 작품을 접했다.

3. 신지학회 활동: 1917-30년

약 2개월의 뉴욕 생활을 후, 캘리포니아로 돌아간 카웰은 신지학회

(Temple of the People)의 멤버로 활동했다. 그는 1913년에 베블런을 통

해 이 단체를 알게 됐지만 1916년 이후 공식적으로 합류했다.35) 신지학

회에서 활동을 통해 카웰은 자신의 작품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존 베어

리언과 친분을 맺게 되었다. 아일랜드 출신의 미국인이었던 존 베어리언

은 시인이자, 아마추어 음악가였으며, 캘리포니아 지역 신지학회의 수장

이었다. 그는 카웰에게 아일랜드나 켈트족 신화와 신지학회의 원칙 등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의 가르침은 1917년부터 1923년경에 카웰이 작곡한

<매너나운의 조수>(The Tides of Manaunaun), <영웅 태양>(The Hero

Sun), <리르의 목소리>(The Voice of Lir), <앵거스 오그>(Angus Og)

35) 신지학회는 러시아 귀족 태생의 헬레나 블라바스키(Helena Blavatsky, 1831-1891)의
‘비밀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로, 이 교리는 아시아 종교, 이교도의 철학, 서양의 과학
이 절충된 것이었다. 이곳에는 엘렌 베블런 아니라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와 학생, 작
가, 화가, 음악가, 지역 사업가와 전문직 종사자들, 몽상가와 이상주의자들이 모인 곳
이었다. Michael Hicks, Henry Cowell, Bohemian,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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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나타난다. 이 작품들은 모두 존 베어리언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카

웰이 음악을 붙인 것이다.

베어리언은 카웰이 피아노 스트링 기법을 만드는 데에도 영향을 주

었다. 피아노 스트링 주법은 건반 대신 피아노의 현을 손가락으로 긁거

나 치며 연주하는 방식이다. 베어리언은 아일랜드 전설 속에 등장하는

‘생명의 하프’에서 영감을 받아 오랫동안 건반이 있는 하프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베어리언은 드럼 피아노(drum piano), 막대 피아노

(bar piano), 종 피아노(bell piano), 공 피아노(gong piano), 회전 피아노

(Rotary piano) 등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피아노의 형태를 빌려오지만

새로운 음향을 만들어내는 생각을 카웰과 공유했다.36) 이러한 영향은《피

아노와 피아노 현을 위한 작품》(Piece for piano with strings, 1924), 《밴

쉬》와 같이 피아노의 건반 대신 현을 사용하는 주법을 통해 나타났다.

36) Michael Hicks, Henry Cowell, Bohemian,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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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카웰의 울트라모더니즘 피아노 음악

1. 실험주의 기법

카웰은 『새로운 음악 재료』라는 책을 통해 1910년대 초․중반 자

신이 사용한 음악 기법에 대한 이론적 정리를 했다.37) 이 장에서는 『새

로운 음악 재료』에 기록된 내용과 그가 쓴 글을 바탕으로 클러스터와

슬라이드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클러스터

클러스터는 인접한 음들을 동시에 소리 내는 방법이다. 카웰은

『새로운 음악 재료』에서 클러스터 기법이 서양음악의 발전 선상에 있

다고 설명한다. 그 근거는 배음(overtone)이다. 소리는 진동으로 발생된

다. 음(tone)이 소리 날 때 여러 개의 진동, 즉 여러 개의 소리가 합쳐져

서 발생한다. <악보 1>은 C2음을 소리 낼 때 함께 발생하는 음들을 진

동비에 따라 16개 만 정리한 것이다. 실제 소리나는 C2음을 기음

(fundamental tone)이라고 한다. 이 음의 진동비를 1이라고 했을 때, 기

37) 『새로운 음악 재료』는 카웰이 1916년에 쓰기 시작해서 1919년에 완성했고, 1930년
에 출판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비드 니콜스의 글과 함께 1996년에 출판된 책을
참고 하였다. Henry Cowell, New Musical Resources (New York: Cambridg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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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정수배의 진동을 가지는 음(2-16음)을 부분음(partial)이라고 한다.

음들 사이의 진동수의 비율은 협화나 불협화와도 관련이 있다.

<악보 1> C2의 배음

카웰은 『새로운 음악 재료』와 「음악에서 화음의 발전」

(Harmonic Development in Music)을 통해 배음을 바탕으로 하여 화음

의 수용사를 보여준다. 「음악에서 화음의 발전」에서는 새롭게 사용된

음정, 이것을 사용한 작곡가, 첨가된 음정의 음 간격과 진동비, 그리고

이 음정을 통해 새로 사용하게 된 배음 번호를 정리했다. <표 1>은 화

음의 수용 과정을 카웰이 정리한 것이다.38) <표 1>을 보면 중세 이전의

초기 교회시대에서 20세기로 오면서 8도에서 5도, 5도에서 4도, 4도에서

3도, 3도에서 2도 등으로 점차 좁은 간격의 음정이 사용되고, 음정의 진

동비도 점차 복잡해지며, 새로 사용되는 배음의 번호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8) Henry Cowell, “Harmonic Development in Music,” in Essential Cowell: Selected
Writings on Music, ed. Dick Higgins (New York: McPherson, 2002),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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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자들 음정 음 간격 진동비 부분음
번호

초기 교회
옥타브

(완전8도)
C to C 1:2 2번

귀도 아레초 완전5도 C to G 2:3 3번
보이 소프라노 완전4도 C to F 3:4 4번

그레고리안 
성가

장3도 C to E 4:5 5번

팔레스트리나 단3도 E to G 5:6 6번
몬테베르디 장7도 D to C 4:7 7번

바흐 장9도 C to D 8va 4:9 9번
베토벤 단9도 B to C 8va 6:13 13번
바그너 11화음 C-G-B♭-D-F♯ 4:6:7:9:11 11번
드뷔시 장2도 화음 C-D-A♭-B♭ 8:9:13:14 14번
드뷔시 장7도 C to B 8:15 15번

쇤베르크 단2도 B to C 15:16 16번
오른슈타인 단2도 화음 F♯-G-B-C 11:12:15:16 16번

<표 1> 「음악에서 화음의 발전」에서 제시한 배음의 역사적 수용

카웰은 새로운 화음이 처음 사용될 때 당대의 사람들에게 논란을

일으키며 거부당하지만,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음정에 익숙해지

면, 어느 순간 그 음정이 식상해지고, 그 결과 더 복잡한 비율을 갖는 음

정을 사용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2도 화음이 중첩된 클러스터

를 사용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았다.

그로브 사전의 ‘클러스터’ 항목의 저자는 클러스터 기법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카웰이며, 1912년 <매너나운의 조수>에서 이 기법을 처

음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39) 하지만 여러 음악가 및 음악학자들은 이

39) “Cluster."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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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에 반대했다.

엘리엇 카터는 「표현주의와 미국음악」(Expressionism and

American Music)에서 1902년에 아이브스가 《피아노 소나타 1번》에서

클러스터 기법을 처음 보여줬고, 카웰은 1917년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다.40) <악보 2>는 아이브스의 《피아노 소나타 1번》 4악장의 일부분이

다. 상성부에서 4음 클러스터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2> 아이브스의 《피아노 소나타 1번》 4악장 중 22-24마디에 사용된 4음 
클러스터

비비안 펄리스(Vivian Perlis)는 「레오 오른스타인의 미래주의 음

악」(The Futurist Music of Leo Ornstein)에서 오른스타인의 《비행기

속 자살》(Suicide in an airplane, 1913)이 최초의 클러스터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악보 3>은 《비행기 속 자살》의 시작 부분으로 아래 성부

에서 2음 클러스터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펄리스는 오

른슈타인이 카웰보다 5년가량 먼저 클러스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41)

accessed November 16, 2015,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05992.

40) Elliott Carter, “Expressionism and American Music," Perspective of New Music 4
(1965): 11.

41) Vivian Perlis, ““The Futurist Music of Leo Ornstein," Notes 31 (1975):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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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오른스타인, 《비행기 속 자살》 1-2마디에 나타난 저음 클러스터

마이클 힉스(Michael Hicks)는 「카웰의 클러스터」(Cowell’s

Cluster)에서 <매너나운의 조수>가 1912년 보다 늦게 작곡되었을 것이

라고 주장했다.42) 카웰의 작품 목록 정리가인 리히텐바그너(William

Lichtenwanger)는 『헨리 카웰의 음악: 설명이 달린 작품 목록』에서

<매너나운의 조수>의 작곡년도를 1917년이라고 정리했다.43) 카터, 펄리

스, 힉스, 리히텐바그너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카웰이 클러스터 기법을

사용한 최초로 사용한 작곡가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클러스터 기법을

논할 때 카웰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된다. 이는 그가 사용한 클러스터가

11화음이나 13 화음, 폴리리듬 등으로 만들어지는 영역에서 벗어나 있고,

기보법과 다양한 연주 방식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화음의 모험》(Adventures in Harmony, 1916)에서 카웰은 처음

으로 클러스터를 악보에 표시했고,44) 이것을 점차 구체화 시켜나갔다.

<악보 4>의 a는 편의상 가장 높은 음과 가장 낮은 음만 표시해 놓았다.

왼쪽으로 꺾인 부분은 왼손으로, 오른쪽으로 꺾인 부분은 오른손으로 클

러스터를 연주하라는 뜻이다. b에서 음표를 표시하는 방법은 a와 같지

42) Michael Hicks, "Cowell's Cluster," Musical Quarterly 77 (1993): 433.
43) William Lichtenwanger, The Music of Henry Cowell: a descriptive catalog, (New
York: Brooklyn College Institute for Studies in American Music, 1986).

44) William Lichtenwagner, The Music of Henry Cowell,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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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연주하는 팔을 지시하는 부분이 둥글게 바뀌었다. c는 최고음과 최저

음 사이에 있는 음들의 머리가 겹쳐져 있는 것처럼 두껍게 이져있다. 이

때 제자리표, 내림표, 올림표 등이 표시되지 않은 클러스터는 검은 건반

과 흰 건반을 모두 다 눌리라는 의미이다. d는 최저음과 최고음을 선으

로 이은 것이다.

a

b

c

d

<악보 4> 클러스터 기보법의 변화

카웰은 구성음의 개수에 따라 마이크로 클러스터(micro-cluster)와

매크로 클러스터(macro-cluster)로 구분했다. 마이크로 클러스터는 주먹

이나 손가락으로 2-5음을 연주한다. <악보 5>는 마이크로 클러스터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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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5개의 앙코르》 중 <광고>(Advertisement, 1917)의 38-40마디. 
주먹으로 연주하는 마이크로-클러스터

매크로 클러스터는 손바닥이나 팔을 사용해 1옥타브 이상의 음을

연주한다. 매크로 클러스터를 악보에 표시할 때 가장 낮은음과 가장 높

은음만 정확히 표기한 후 이 음들을 수직선으로 연결시켜준다. <악보

6>은 매크로 클러스터가 사용된 작품 예이다.

<악보 6> 《5개의 앙코르》 중 <귀여운 대화>의 1-5마디. 상성부에서는 팔을 사
용하는 매크로 클러스터를 연주한다.

클러스터를 연주할 때 구성음을 동시에 연주하기도 하지만 아르페

지오로 연주하기도 한다. <악보 7>과 <악보 8>은 마이크로 클러스터와

매크로 클러스터를 아르페지오로 연주한 예이다. 마이크로 클러스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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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매크로 클러스터를 팔을 기울여서 오르락내리락하며 소리 낸

다.

<악보 7> 《5개의 앙코르》 중 <이율배반>(Antinomy, 1917)의 16-18마디. 최상 
성부와 중간 성부에서 주먹으로 연주하는 아르페지오 클러스터가 

등장한다.

<악보 8> 《생명의 하프》 11마디 네 번째 박자부터 15마디. 팔로 매크로 클러
스터를 아르페지오로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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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에서 보듯이 매크로 클러스터를 연주할 때 흰 건반 혹은

검은 건반만을 연주하기도 한다. 매크로 클러스터가 표기된 음표 위나

아래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지정된 음 사이의 모든 음들을 연주한다.

하지만 제자리표(♮)가 있다면 지정된 음 사이에 있는 흰 건반만을, 올림

표(♯)나 내림표(♭)가 있다면 검은 건반만을 연주한다.

<악보 9> 흰건반 클러스터(♮)와 검은 건반 클러스터(♭/♯)

카웰은 마이크로 클러스터, 매크로 클러스터, 아르페지오 클러스터,

흰 건반 혹은 검은 건반 클러스터를 이용해 고도의 기교가 필요한 주법

을 선보였다. <악보 10>은 하성부의 흰 건반 매크로 클러스터와 상성부

의 검은 건반 매크로 클러스터가 교대로 연주하기 위해 오른팔과 왼팔이

번갈아 사용된다. 피아노의 최저음부터 최고음까지 빠르게 상승하는 부

분으로 정확한 연주를 위해 많은 연습을 요하는 부분이다.

<악보 10> <이율배반>의 1-3마디. 흰 건반(♮)과 검은 건반(♯) 
매크로클러스터가 번갈아 등장하며 빠르게 상행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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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의 하성부에서 보는 것처럼 매크로 클러스터와 한 음으

로 동시에 연주하는 방식도 있다. 이때 클러스터와 함께 연주되는 한 음

은 클러스터의 윤곽음을 보다 명확하게 해준다.

<악보 11> <이율배반>의 45-48마디. 왼쪽 팔과 손가락으로 매크로 클러스터와 
한 음을 동시에 연주한다.

2도 음정의 중첩이라는 측면에서만 클러스터를 보았을 때, 이 기법

은 아이브스나 오른슈타인이 먼저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화음

진행 중의 경과음, 폴리리듬, 11화음과 13화음의 맥락에서 2-4음 클러스

터를 사용했다. 하지만 카웰은 클러스터의 음역, 다이내믹, 템포 등을 조

절하고, 음역을 대조시킴으로써 음향을 확대나 축소한다. 《화음의 모

험》, 《다이내믹 모션》(Dynamic motion, 1916), 《2개의 작품》(Dve

Piesy, 1930) 중 두 번째 작품인 <호랑이>(Tiger) 등의 작품에서 나타나

는 카웰의 클러스터는 화음을 형성하는 각각의 음의 효과보다는 클러스

터 음 덩어리가 주는 효과가 작품을 형성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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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슬라이드

슬라이드란 특정한 음 사이를 미끄러지듯이 음이 올라가거나 내려

가도록 소리 내는 방식이다. 『새로운 음악 재료』에서 카웰은 슬라이드

에 배음을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음악에서 사용하게 될 음의

새로운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45) 슬라이드를 피아노로 연주하고

자 할 때는 건반이 아닌 현을 이용한다. 작곡가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아노 현을 쓸고, 뜯고, 치고, 튕기며 연주하는 것에 ‘피아노 스트링’라

고 이름 붙였다. 그러므로 카웰이 피아노로 슬라이드를 연주하는 것은

피아노 스트링 기법에 포함된다.

슬라이드 기법은 음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경과적(Passing) 슬라

이드, 전타적(Appoggiatura) 슬라이드, 보조적(Auxiliary) 슬라이드로 구

분됐다. 경과적 슬라이드는 한 방향으로 특정한 음 사이를 미끄러지듯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이다. 보조적인 슬라이드는 비화성음에서 보조음

과 유사한 것으로, 특정한 두 음 사이에 꾸며지는 음이 끼어들어 올라가

거나 내려가는 것을 말한다. 카웰은 보조적 슬라이드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눴다. 첫째는 <악보 12>와 같이 한 음에서 다른 음으로 움직였다가

원래 음으로 되돌아오는 속도가 똑같을 경우, ‘대칭 슬라이드’라고 한다.

<악보 12> 대칭 슬라이드

45) Cowell, New Musical Resource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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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은 전타적 슬라이드의 예이다. 전타적 슬라이드는 지정되

지 않은 음들이 특정한 음을 향해서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것이며,

《밴쉬》에서 이 기법이 자주 사용됐다.46) 이를 기보로 표시할 때 시작

음은 알 수 없지만 특정한 음으로 도달하도록 선으로 표시한다. 이때 선

의 모양은 음 변화의 움직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악보 13> 전타적 슬라이드.

한 음에서 다른 음으로 움직일 때와 움직여진 음에서 원래 음으로

돌아올 때 속도가 다를 경우를 ‘비대칭 슬라이드’라고 한다. 이 슬라이드

는 <악보 14>의 a처럼 다른 음으로 움직일 때 천천히 이동했다가 빨리

움직이는 슬라이드를 ‘상승하는 슬라이드’(mounting wave)와 b처럼 지정

된 음까지 빨리 움직였다가 천천히 원음으로 돌아오는 ‘사라지는 슬라이

드’(ebbing wave)로 구분된다.47)

46) Nancy Yunhwa. Rao, “Cowell's Sliding Tone and the American Ultramodernist
Tradition," American Music 23 (2005): 290. 예제 2번 재인용.

47) Rao, “Cowell's Sliding Tone and the American Ultramodernist Tradition,"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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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악보 14> 비대칭 슬라이드.
          a는 상승하는 슬라이드, b는 사라지는 슬라이드이다. 

카웰은 음의 슬라이드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다이내믹과 템포도

슬라이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비대칭 슬라

이드를 만들 때 다이내믹과 템포의 역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결국 카

웰은 다이내믹 슬라이드와 템포 슬라이드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

한다.

다이내믹 슬라이드는 다이내믹(ppp, pp, p, mp, mf, f, ff, fff)을 단계

별로 정리하여, 이를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다이

내믹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정도가 다르다. 한 사람이 피아노(p)로 연주

한 음이 어떤 사람에는 메조 피아노(mP )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피아니

시모(pp)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웰은 기계가 발달하면서 다이내

믹이 얼마만큼 커지고 작아지는가를 객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

했다. 그러므로 기계로 측정하여 얻어진 객관적인 수치로 다이내믹을 단

계별로 나누어서, 3:5 혹은 8:9로 소리가 커지거나 7:4나 5:3로 소리가 작

아지는 것을 표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이내믹 슬라이드가 사용된 음악

은, 루스 크라우포드의 《현악 사중주 1931》(String Quartet 1931)에서

잘 나타난다.48)

카웰은 템포 슬라이드에 배음의 원리를 가져왔다.49) <표 2>에서

48) 《현악 사중주 1931》의 다이내믹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Rao, “Cowell's Sliding tone
and the American Ultramodernist Tradition," 305-309. 를 참조하기 바란다.

49) 템포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에 사용된 표나 악보는 『새로운 음악 재료』의 p. 95-8
의 내용을 참고했다. Cowell, New Musical Resources,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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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축은 한 마디를 의미하고, 세로축은 메트로놈 속도를 뜻한다. 이 표

에 나타난 기울기는 정해진 시간 안에 도달해야 하는 빠르기를 나타낸

것이다.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경우 48에서 시작하지만 이 마디가 끝날

때는 96까지 템포를 올려야한다. 반면에 가장 완만한 기울기를 하지는

경우에는 48에서 시작하지만 이 마디가 끝날 때는 60까지 템포를 올리고

다음 마디에서 72까지 템포가 올라간다. 이를 통해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템포가 빨리 움직이며, 기울기가 완만해질수록 템포가 천천히 움직인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처럼 지정된 범위 안에서 템포가 점점 빨라지거나 느려

지는 템포 슬라이드를 사용하기 위해, 카웰은 우선 템포로 스케일을 만

들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것을 배음 관계완 연관하여 사용하려고 했

다. <표 2>를 바탕으로 보면, 메트로놈 박자로 48을 1이라고 했을 때,

72는 1.5배, 96는 2배이다. 이것을 정수로만 표시하기 위해 2를 곱해주면,

48은 2, 72는 3, 96은 4가 된다. 카웰은 이러한 템포 비율을 『새로운 음

악 재료』에서 C3을 기음으로 하는 배음으로 환산하였다. 그러므로 48은

C4, 72는 G4, 96은 C5의 음에 해당한다. <악보 15>는 카웰이 템포 비율

<표 2> 『새로운 음악 재료』에 나타난 예(ex. 25)

M.M.96

M.M.48

M.M.72

M.M.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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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음으로 표시한 것을 보여준 것이다.50)

96 9690 108 90

72 64 60

<악보 15> 『새로운 음악 재료』에서 카웰이 템포
와 배음을 연관지어 나타낸 악보.

<악보 16>은 『새로운 음악 재료』에서 <악보 15>의 템포 비율을

반영하여 작곡한 예이다. <악보 15>의 각 마디는 <악보 16>에서 겹세

로줄로 표시된다. <악보 15>의 1마디는 <악보 16>에서 윗 성부를 기준

으로 마디를 계산했을 때 1-4마디, 아래 성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

마디에 해당한다. <악보 15>의 두 번째 마디는 <악보 16>의 윗 성부에

서 5-7마디, 아래 성부에서는 5-6마디이다. <악보 15>의 세 번째 마디

는 <악보 16>의 윗 성부 8-10마디, 아래 성부에서 7-8마디에 해당한다.

50) <악보 15>에 있는 숫자는 원문에는 없는 것이다. 템포와 음이 가지는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적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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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새로운 음악 재료』에서 제시한 템포 슬라이드 악보 예

카웰이 제시한 템포 슬라이드는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시

간을 정확히 정해야 한다. 이 부분만 확실히 한다면 시작과 끝 사이에서

는 윗 성부와 아래 성부가 다른 비율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며, 템포가

점점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있다. 이러한 템포 슬라이드는 《환희》,

<영웅 태양> 등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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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주의 기법과 비서구 문화의 결합

이번 장에서는 울트라모더니즘 피아노 작품 분석을 통해 실험주의

기법이 비서구 문화의 영향을 어떻게 반영하여 음악에 나타나는가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카웰의 울트라모더니즘 피아노 작품 연구는 『헨리

카웰의 음악: 설명이 있는 작품 목록』(The Music of Henry Cowell: A

Descriptive Catalogue)이라는 리히텐바그너(William Lichtenwagner)의

책을 기초로 했다. 이 책의 내용을 통해, 1917년에서 1930년 카웰의 피아

노 작품 중 출판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악보를 수집하고 그 중에서도 낙

소스(Naxos)와 유튜브(You Tube)를 통해 음원을 구할 수 있는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교향곡, 현악 사중주 등 여러 장르가 있지만 피아

노 작품에 국한시킨 이유는, 카웰을 주목받게 한 클러스터나 슬라이드

등의 기법이 피아노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표 3>은 본 연구에 자료가 된 작품을 연대순으로 음악적 특징과

함께 목록화한 것이다. 작곡연도는 『헨리 카웰의 음악: 설명이 있는 작

품 목록』의 저자 윌리엄 리히텐바그너(William Lichtenwagner)가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것을 기준으로 했으며, <표 3>에서 WL No. 라고 된 부

분은 리히텐바그너가 붙인 작품 번호를 의미한다.51) 작품의 음악적 특징

은 실험주의 기법(클러스터, 슬라이딩)과 선율이나 화음 통해 얻은 음계

적 특징(선법이나 5음음계, 무조, 기능화성)으로 정리했다.

51) 리히텐바그너의 책은 카웰의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카웰의 작품
카탈로그가 실려 있는 페이지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henrycowell.org/hc/sf002/catalogpg1.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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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 
No. 곡명 작곡

기법 선율/화음 특징

클러
스터

슬라
이딩

스트링
피아노

5음/
선법

무조
기능
화성

1 213 5개의 앙코르
Five Encores 1917 O X X O O X

2 219/1
매너나운의 조수
The Tides of 
Manaunaun

1917 O X X O X X

3 305 흔적
Vestiges 1920 X X X X O X

4 307 패브릭
Fabric 1920 X X X X X O

5 328 환희
Exultation 1921 O X X O O X

6 353 9개의 Ing
Nine Ings

1922
-24 X X X X O O

7 354 세 개의 아일랜드 전설
Three Irish Legend

1917
-22 O X X O X X

8 370 에이올리안 하프
The Aeolian Harp 1923 X X O X X O

9 384 생명의 하프
Harp of Life 1924 O X X O X X

10 389/1
피아노와 현을 위한 작품
Piece for Piano with 

Strings
1924 O O O O O X

11 395
후지야마의 눈
The Snows of 

Fuji-yama
1924 O X X O X X

12 405 밴쉬
Banshee 1925 O O O X X X

13 447 요정의 종
The Fairy Bells 1928 O X X O X X

14 451 2개의 우프
Two Woofs 1928 X X X X O X

15 462 불길한 울림
Sinister Resonance 1930 X X O O X X

16 463 2개의 작품
Dve piesy(=two pieces) 1930 O X O O O X

<표 3> 1917-30년 피아노 작품 목록과 특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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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를 보면, 1917년에서 1930년 사이에 작곡된 16개의 작품 중

12개의 작품에서 클러스터나 슬라이드 기법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당시 피아노 작품을 만들 때 클러스터나 슬라이드가 카웰의

중요한 작곡 기법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표 3>

의 작품 목록을 바탕으로 실험주의 기법이 비서구 문화와 맺는 관계를

알아보겠다.

1) 비서구의 음악과 악기 음향 묘사

1917년에서 1930년 사이에 만들어진 카웰의 작품에서 클러스터 기

법을 사용하는데, 이때 어린 시절 접했던 동양음악의 영향이 나타난다. 4

살에서 5살 사이에 차이나타운에서 살았던 카웰은 중국, 일본, 인도네시

아 등의 음악을 접했고, ‘공’이나 ‘북’ 같은 동양의 타악기의 음향을 빈번

하게 접할 수 있었다. 1917년에서 1930년 사이에 작곡된 클러스터 작품

중 타악기적인 음향을 통해서 비서구 문화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5개의 앙코르》의 두 번째 작품인 <귀여운 대화>, 《환희》, 《릴의

리듬》, 《후지야마의 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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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여운 대화

<귀여운 대화>는 《5개의 앙코르》 중에서 동양의 음악의 색채가

가장 잘 나타나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4분음표의 2옥타브 매크로 클

러스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된다. 이것은 공이 ‘쾅쾅쾅’하고 울리는

것 같은 음향 효과를 낸다. 이러한 클러스터 리듬이 5음음계의 선율과

함께 나오며 동양 음악적인 분위기를 표현한다. 동양 음악처럼 작곡된

<귀여운 대화>의 작곡 의도는 세탁실에서 광둥어로 대화를 나누는 두

명의 중국인들을 보고 작곡했다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52)

<표 4>는 이 작품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귀여운 대화>는 총

46마디로 A는 1-11마디, B는 12-21마디, 돌아오는 A는 22-32, 마지막

부분인 A와 B의 요소가 함께 나오는 부분은 33-46마디이다. A와 B를

구분하는 데에는 사용된 음계와 클러스터의 종류 그리고 이것의 음역이

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 곡의 중심음이 C와 F♯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음들은 5도권에서 보았을 때 가장 멀리 떨어진 관계이다. 이

를 통해 조성 음악의 어법에서 벗어나고자 카웰의 노력을 볼 수 있다.

52) Lichtenwagner, The Music of Henry Cowell, 80. <귀여운 대화>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세탁소에서 광둥어로 대화하는 두 명의 중국인 사이의 대화”(colloquy between
two Cantonese in a laundry)라고 카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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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A+B

마디 1-11 12-21 22-32 33-46

선율

음계
F♯-G♯-A♯

-C♯-D♯

(5음)

C-D-E-G-A
(5음)

F♯-G♯-A♯

-C♯-D♯

(5음)

F♯-G♯-A♯

-C♯-D♯

C-D-E-G-A

중심음 F♯ C F♯ F♯과 C

사용 
건반

검은 건반 흰 건반 검은 건반
검은 건반+ 

흰건반

클러
스터

음계
C-D-E-F-G

-A-B

F♯-G♯-A♯

-C♯-D♯

(5음)

C-D-E-F-G
-A-B

C-D-E-F-G
-A-B

F♯-G♯-A♯

-C♯-D♯

중심음 C F♯ C C와 F♯

사용 
건반

흰 건반 검은 건반 흰 건반
검은 건반+ 

흰건반

<표 4> <귀여운 대화>의 구조

A부분에서는 C음을 중심으로 한 흰 건반 매크로 클러스터와 F♯-G
♯-A♯-C♯-D♯으로 구성된 5음음계가 사용된다. <악보 17>은 A부분의

악보이고 <악보 18>은 A부분의 클러스터와 음계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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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A부분인 1-11마디

<악보 18> A부분에 사용된 C음을 중심으로 흰 건반 매크로 클러스터와 
F♯-G♯-A♯-C♯-D♯의 5음음계.

B부분은 F♯음을 중심으로 한 검은 건반 매크로 클러스터와

C-D-E-G-A의 5음음계가 사용되었다. <악보 19>는 B부분의 악보이고

<악보 20>은 B부분의 클러스터와 음계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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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B부분인 12-21마디. 

<악보 20> B부분에 사용된 F♯음을 중심으로 하는 검은 건반 매크로 
클러스터와 C-D-E-G-A의 5음음계 선율.

B부분은 폴리 5음음계가 사용된다. 검은 건반만 사용하는 매크로

클러스터는 F♯-G♯-A♯-C♯-D♯의 5음으로만 구성된다. 이 클러스터와

함께 연주되는 선율은 C-D-E-G-A의 5음음계이다. 그 결과 B부분은 상

성부와 하성부가 서로 다른 5음음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카웰은 아일랜드 춤곡의 리듬이나 선율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작품

을 만들었는데, 1917년에서 1930년 사이에 작곡된 작품으로는 《환희》

와 《2개의 작품》의 첫 곡인 <릴의 리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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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희

카웰은 《환희》가 오른발과 왼발의 강세가 교대로 나오는 아일랜

드 춤곡 선율을 이용한 작품이라고 밝혔다.53) 이처럼 《환희》에는 아일

랜드의 춤곡 양식이 실험주의 기법과 함께 사용됨으로써 비서구 문화의

영향이 나타난다. 춤을 출 때 오른발과 왼발이 교대로 강세를 가지려면

홀수박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카웰은 중심 박자를 3/4으로 설정

한다. 《환희》는 수직 수평적으로 복합박자를 가진다. 이때 3/4 박자는

이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등장함으로써 중심 박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박자에는 4분음표 단위의 매크로 클러스터가 항상 사용된다. 그

결과 3/4박자는 클러스터의 타악기적인 음향과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게

되고, 이 박자가 4/4박자 혹은 4/5박자와 함께 사용되더라도 중심을 잃

지 않게 해준다.

복합박자의 사용으로 인해 상성부와 하성부의 마디 수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하성부를 기준으로 마디를 셌다. 이 방식을 사

용하면 《환희》는 모두 61마디로 되어있으며 A-B-A’-B의 구조를 가진

다고 할 수 있다. 이 곡에 사용된 클러스터는 모두 검은 건반으로만 구

성된 C♯-D♯-F♯-G♯-A♯의 5음 클러스터이다. 선율에는 다양한 선법이

사용되지만 F♯믹솔리디아가 중심을 이룬다. 아래의 <표 5>는 《환희》

의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53) William Lichtenwagner, The Music of Henry Cowell,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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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B

마디 1-7 8-16 17-31 32-37 38-43 44-49 50-61

음계
F♯

믹솔
리디아

C♯

도리아 

F♯

믹솔
리디아

D♯

도리아/
에이

올리아

F♯

믹솔
리디아

G♯

에이 
올리아

F♯

믹솔
리디아

박
자

상
성
부

4/4, 4/5 3/4 4/4, 4/5 3/4

선율
클러스터

+선율
선율

클러스터
+선율

하
성
부

3/4 4/4 3/4 4/4

클러스터 리듬 반주 클러스터 리듬 반주

<표 5> 《환희》의 구조

《환희》의 A나 A’부분의 클러스터와 선율의 리듬형은 모두 동일

하다. 다만 클러스터의 중심음과 선법이 변할 뿐이다. <악보 21>은 《환

희》의 1-7마디에 사용된 클러스터와 음계를 정리한 것이고, <악보 22>

는 1-7마디이다.

<악보 21> 《환희》의 중심을 이루는 F♯-F♯-C♯음 클러스터 모티브와 
F♯믹솔리디아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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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1-7마디. F♯-F♯-C♯음 매크로 클러스터가 4분음표 단위로 반복되며, 
상성부에서는 F♯믹솔리디아 선율이 흐른다. 

A나 A’부분에서는 <악보 22>에서 보이는 4분음표 단위의 클러스

터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또한 A부분의 선율은 마치 조성음악에서 조바

꿈을 하여 선율을 반복하는 것처럼, 선법은 다르지만 거의 유사한 선율

이 사용된다.

《환희》의 B부분은 <악보 23>에서 볼 수 있다. 오른손에 중심 선

율이 있다는 지시어(principal melody in R.A.)는 클러스터 부분이 선율

선도 연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성부에서 선율과 클러스터를 함께 연

주하는 동안 하성부에서는 리드미컬하게 하행하는 반주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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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B의 17-19마디.

A와 B에 사용된 여러 음악적 장치를 통해 《환희》가 서양음악 전

통에서 매우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곡 전체를 통해 3/4의 규칙적인

박자가 반복되지만 4/4와 4/5를 번갈아 사용하며 선율의 프레이즈를 변

화시킨 것(A부분), 지정된 박자와 따로 움직이는 리드미컬한 반주 패턴

(B부분)이 유럽의 전통에서 벗어난 예이다. 이러한 기법들과 다양한 선

법이 사용된 작품이 아일랜드의 춤곡을 기초로 했다는 카웰의 기록은

《환희》에 나타나는 비서구 문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릴의 리듬

‘릴’은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등의 춤곡 형식으로 커플이 서로 마

주보고 추는 춤이다. 8마디 단위로 분명하게 나뉘며, 2/2, 2/4, 6/8 등의

박자를 가진다. 카웰의 《릴의 리듬》은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춤곡

형식 사용, 선법으로 된 선율, 매크로 클러스터의 타악기적 음향을 통해

서 비서구 음악의 영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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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6/8박자를 가지는 92마디 곡으로 릴의 특성을 반영하듯

시작과 끝을 제외하고는 8마디 단위로 나뉜다. <표 6>은 작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a, b, c라는 세 개의 음악적 주제가 반복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곡의 음계는 F♯아이오니아와 d♯에이올리

아의 선법적 특성을 보인다. 《릴의 리듬》의 악보에는 6개의 올림표가

붙어 있다. 조성 음악에서는 이 조표를 F♯장조 혹은 d♯단조라고 본다.

하지만 《릴의 리듬》에서는 으뜸음, 버금딸림음, 딸림음의 기능화성적인

관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된 조표를 편의상 붙인 것으로

보며 선법적으로 해석했다.

A B A’

a b c b c’ b a’ b a+coda

마디 1-8 9-16 17-24 25-32 33-40 41-48 49-56 57-64 65-72 73-92

음계

F♯ 

아이
오니
아

d♯ 
에이
올리
아

d♯ 
에이
올리
아

F♯ 

아이
오니
아

d♯ 

에이
올리
아

d♯ 
에이
올리
아

d♯ 

에이
올리
아

F♯ 

아이
오니
아

d♯ 
에이
올리
아

F♯ 

아이오니
아

<표 6> 《릴의 리듬》의 구조

a부분의 특징은 선법의 선율이 매크로 클러스터와 함께 등장하고

템포가 융통성 있게 움직이는 것이다. 템포의 유연성은 알레그로 콘 루

바토(Allegro con Rubato)라는 지시어와 악보에 빨리(hurry) 혹은 천천

히(slow)라고 적힌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a의 특징은 <악보 24>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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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1-4마디. 매크로 클러스터가 타악기적 음향과 선율을 함께 소리 
낸다. 또한 템포가 빠르고 느리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인다.  

b부분은 d♯에이올리아의 선율, 6/8박자의 성격과 다르게 나타나는

선율의 악센트, 타악기적인 클러스터 음향 등을 통해 비서구 음악의 영

향을 보여준다. <악보 25>는 b부분의 17-24마디이다.

<악보 25> b의 17-24마디. 이 부분에는 6도 클러스터의 타악기적 음향, 가장 
아래음의 선법 선율, 아랫단 선율의 불규칙한 강세를 특징으로 한다.



- 48 -

b는 두 개의 단으로 나뉘어 있지만, 윗단의 최저음과 아랫단의 음

은 2도 관계를 가진다. 이는 두 단의 음을 모두 합치면 6도 간격의 클러

스터 음향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클러스터의 음을 한 단에서 표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단을 나눈 것은 선율선 역할을 하는 가장 낮은음을

시각적으로 잘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랫단이 선율이라는 것은

클러스터의 더 낮은 음에 악센트를 주라는 지시어(Accent lower melody

tone of clusters)와 윗단보다 센 다이내믹인 피아노(p)가 사용되는 것으

로 알 수 있다. 또한 <악보 25>에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듯이 아랫단

의 선율의 강세가 6/8의 박자와는 다르게 나온다.

<악보 26> c의 25-28마디. a의 F♯아이오니아 음계의 선율이 반복되는 부분

c부분은 <악보 26>에서 보는 것처럼 a부분의 선율과 반주가 축약

되고 음계가 변형되어 나온다. c에 사용되는 음계는 a의 앞 8마디(F♯아

이오니아) 혹은 뒷 8마디(d♯에이올리아)가 교대로 반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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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길한 울림

피아노 스트링 기법이란 피아노 현을 뜯거나 손톱으로 긁고, 주먹으

로 치거나 손바닥으로 문지르는 것을 일컫는다. 《불길한 울림》은 다섯

가지 방식의 피아노 스트링 기법이 사용된다. 또한 이국적인 느낌을 주

는 5음음계 선율도 사용된다. 이러한 요소는 비서구 악기의 음향을 묘사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표 7>은 《불길한 울림》의 곡의 구조를 선율의 측면과 피아노

스트링 연주 기법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이다.

연
주
번
호

마
디 1-5 6-23 24-27 28-41 42-50 51-56

상
성 ◯1 ◯2 ◯3 3 ◯2 2 ◯4 ◯5

하
성 - ◯1 ◯4

선
율

마
디 1-10 11-19 20-23 24-27 28-32 33-41 42-50 51-56

유
형 a+a b+a a a’ a’’ b’ a’ a

음
계

F—G-A♭

-B♭-C♭

A♭-B♭-C
-D♭-E♭

F—G-A♭

-B♭-C♭

F—G-A♭

-B♭-C♭
F—G-A♭

-B♭-C♮

F—G♭-
A♭-B♭-

C♭

A♭-B♭-
C♭-D♭-

E♭

F—G-A♭

-B♭-C♮
F—G-A♭

-B♭-C♭

<표 7> 선율과 연주 기법에 따른 작품의 구조

이 작품은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총 56마디 곡이다. 악보에 ①

에서 ⑤까지 숫자를 지정해 놓음으로써 각 부분의 연주 방식을 알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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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방식의 변화에 따라 음악을 여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표 7>

에서 상성과 하성이라고 된 부분은 상성부에 사용된 연주 방식과 하성부

에 사용된 연주 방식을 의미한다.

①은 피아노에서 가장 A0음을 이용하는 것인데, 오른손이 A0현에서

지정된 음의 위치를 찾아 튕길 때 왼손으로 A0건반을 동시에 누른다.

<악보 27>은 연주 방식 ①이 사용된 것이며, 선율 측면에서는 F—G-A♭

-B♭-C♭음계가 사용됐다. a 선율에 사용된 C♭음은 이국적인 음향을 만드

는 요소이다.

<악보 27> 1-5마디. A0현으로 악보에 적힌 선율을 연주하는 부분.

②는 악보에서 지정한 음을 왼손은 건반, 오른손은 해당되는 음의

브리지를 강하게 누르며 연주하는 것이다. ㅇ<악보 28>은 연주기법 ②

가 사용된 부분이다. 여기에는 a’’선율형이 사용되었다. a와 a’ 그리고 a’’

의 선율 흐름은 같지만, 사용되는 음계가 조금 다르다. <악보 27>과

<악보 28>을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선율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다만

a에서 사용된 G음이 a’’에서는 G♭으로 바뀌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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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 28-32마디. 악보에서 지정한 음의 브리지를 눌러서 연주하는 
부분이며, a’’선율형이 사용되었다.

③은 ①처럼 악보에 지정된 음을 오른손이 A0현에서 튕길 때 왼손

으로 A0건반을 동시에 누른다. 다만 ③은 악보에 기입된 것보다 1옥타브

아래의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 ①과 다르다.

<악보 29> 50-56마디. ④와 ⑤의 연주방식이 동시에 사용되는 이 부분은 음계 
뿐 아니라 음향적으로도 이국적인 색채를 만들어 낸다. 

④는 ②와 같은 연주방식이지만, 페달을 떼고 소리 내는 것이다. ⑤

는 악보에 지정된 음보다 1옥타브 아래에서 하모닉스로 연주하면서 악보

에 지정된 음을 소리 내는 방법이다. <악보 29>는 ④와 ⑤의 연주방식

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때 피아노의 현을 튕기면서 만들어지는 음향은

중동의 덜시머나 동양의 아쟁과 같은 음색을 가진다. 이처럼 카웰은 5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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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계로 된 이국적인 선율 흐름에 피아노 스트링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중동과 동양 음악의 분위기를 피아노로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 비서구 문화를 소재로 한 텍스트가 있는 작품

카웰은 아일랜드와 일본의 전설 속 내용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

해 실험주의 기법을 사용한다. 이 부분에서는 비서구 문화를 소재로 한

글의 내용을 카웰이 음악적으로 표현한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너나운의 조수

《매너나운의 조수》의 조수는 존 베어리언의 이야기에 붙인 36마

디의 짧은 피아노 작품이다.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주자나 청

중들에게 알려주기로 되어있는 베어리언이 쓴 글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매너나운’은 아일랜드 전설에 등장하는 신으로, 그는 온 우주를 휩쓸 만

큼 큰 물결을 만드는 능력을 가졌다. 《매너나운의 조수》에서 카웰은

클러스터를 통해 물결의 변화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다. 이 작품의 하성

부에서는 잔잔한 물결이 점점 거세지고 가라앉는 모습을 묘사한다. 이처

럼 서구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지역 문화의 소재나 대상의 특성을 음악으

로 묘사하는 것이 《매너나운의 조수》의 특징이다.

《매너나운의 조수》는 6마디의 도입부를 가지는 A-B-C-A’의 구

조이다. 이러한 구분에는 클러스터의 음역이나 연주법의 변화, 음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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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큰 역할을 한다.

도입 A B C A’

마디 1-6 7-11 12-17 18-21 22-23 24-25 26-36

상성부
B♭

에이올리아

F
프리
지아

B♭

에이
올리아

B♭

에이
올리아

B♭

에이올리아

하
성
부

클러
스터 
성격

1옥타브
매크로

2옥타브
매크로

2옥타브
매크로

2옥타브 
아르페지

오

1옥타브
매크로

선율
a-d음
윤곽

a-d음
윤곽

a-d음
윤곽

a-d음
윤곽

d-f-a-d
a-d-f-a

a-d 음
윤곽

<표 8> 《매너나운의 조수》 부분별 특징

A와B부분에서는 a-d 윤곽을 가지는 모티브가 1옥타브나 2옥타브

클러스터로 반복되면서 물결이 잔잔하게 흐르는 것을 보여준다. C부분의

22-25마디에서는 하성부 클러스터가 포르티시시모(fff)의 다이내믹으로

리듬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때 하성부의

선율선이 순차적으로 상행했다가 갑자기 도약 하행하고, 다시 순차 상행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차 물결이 거칠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

한 반주형의 변화는 악보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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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은 《매너나운의 조수》의 A부분이다. 여기서는 하성부

에서 a-d음 클러스터가 반복적으로 연주되는데, 클러스터의 윤곽음은 5

도 간격으로 반복되며 이러한 흐름은 잔잔한 조수를 묘사하는 듯한 부분

이다. 이 부분의 선율은 B♭에이올리아 음계를 가지며 <악보 31>은 이

선법의 스케일이다.

<악보 30> 6-11마디. B♭에이올리아 선율과 베이스에서 A-D 매크로 클러스터
가 반복하여 나온다. 

<악보 31> A부분에 사용된 B♭에이올리아 음계

<악보 32>는 B부분의 전반부이다. 이 악보를 통해 클러스터의 음

폭이 1옥타브에서 2옥타브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a-d음이 반복되

는 클러스터의 선율 윤곽선이 유지되면서 음폭이 확장되는 것은 매너나

운이 만든 물결이 커졌음을 묘사하는 듯하다. 이러한 반주형 위에 F프리

지아 음계된 선율이 겹쳐져 있다. <악보 33>은 F프리지아 음계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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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이다.

<악보 32> 12-17마디. a-d 선율 윤곽을 가지는 매크로 클러스터가 음역이 
확장되어 반복된다. 여기에 동반되는 선율은 F프리지아 음계이다. 

<악보 33> B부분의 전반부에 사용된 F프리지아 음계

C부분은 <악보 34>에 나온다. 22-23마디의 상성부 선율은 B의 선

율을 두 배 빠르게 반복하며, 24-25마디는 A의 7-10마디 선율을 두 배

의 빠르게 반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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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22-25마디. 22-23마디의 하성부는 상행하는 패세지를 보여주고, 
24-25마디는 a와 d음이 수직적으로 겹치면서 아르페지오로 나온다.

<악보 34>를 보면, 22-23마디의 하성부는 빠르게 상행하는 클러스

터 패세지로 되어있고 24-25마디의 하성부는 a, d, f음으로 선율 윤곽을

이루며 아르페지오 클러스터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뒤에 이

어질 a-d의 수평적인 반복을 예견하는 듯한 부분이다. C부분의 24-25마

디는 이 곡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데, 포르티시시시모(ffff)의 다이내믹

이 2옥타브 이상의 아르페지오로 클러스터와 함께 연주된다.

다시 되돌아오는 부분에서는 a-d의 반복음이 포르테(f)에서 점차 여

려지면서 피아니시시모(ppp)로 끝나며, 물결이 가라앉는 듯한 모습을 보

여준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카웰은 매너나운의 특징을 하성부 클러스터

의 음향의 확대, 움직임, 다이내믹의 변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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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웅 태양

이 곡은 《세 개의 아일랜드 전설》의 두 번째 작품이며, 아일랜드

의 전설에 나오는 ‘영웅 태양’이라는 대상을 묘사한 것이다.54) 카웰이 ‘영

웅 태양’의 이야기를 음악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은 클러스터를 통한 밝음

과 어둠의 대비, 저음에서 고음으로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다.

<영웅 태양>은 도입-A-B-C-B-D-coda 로 나눌 수 있는데, <표

9>는 각 부분 별 사용된 음계와 클러스터의 음역을 표시한 것이다.

도입 A B C B D Coda

마디 1-3 4-19 20-25 26-41 42-48 49-53 54-60

빠르기 라르
고

알레그로 
콘 

브리오
라르고

알레그로 
콘 

브리오
라르고

점점 
빠르게

알레그로 
콘 

브리오

셈여림 mf ff pp ff pp pp → ff ff

박자 4/4 3/4 5/4
상: 3/4
하: 4/4

5/4

상: 4/4 
하 4/4 

→ 3/4

상: 3/4 
→ 2/4 
하: 4/4 
→ 2/4

음계 F♯-G♯-A♯

-C♯-D♯
B 

리디아 
F♯-G♯-A♯

-C♯-D♯
B 

리디아
F♯-C♯

모티브
F♯-G♯-A♯

-C♯-D♯

<표 9> <영웅 태양>의 구조

54) ‘영웅 태양’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신들이 여러 개의 태양을 만들어서 우주에 보
냈는데, 이들이 빛을 비추어 어둠을 없애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신이 태양들에게 다가와서 어둠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자 어리고 강한 태양이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
는 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 자신을 어둠속에 내던졌는데, 이 ‘영웅 태양’은 바로 지구
에 뜨는 태양이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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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태양’의 성격을 묘사하기 위해서 5음음계나 선법 등이 사용했

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클러스터의 음역과 다이내믹, 빠르기 변화

라고 생각된다. 이는 A, B, C, D 부분을 통해 알아보겠다.

<악보 35> 4-11마디. 8-9마디로 이어질 때 피아노에서 연주할 수 있는 최고음
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높은 음역대로 클러스터를 연주한다. 

<악보 35>는 A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매크로 클러스터

가 ‘알레그로 콘 브리오’의 빠르기로 나온다. A부분의 매크로 클러스터는

높은 음역의 음들이 사용됐는데, 높은음만 따졌을 경우 a♯6에서 c♯8까지

나오며, 피아노에서 연주 할 수 있는 각 음의 최고 음들이 나온다.55) 이

55) 악보에는 c♯8음이 괄호로 나오는데, 이것은 피아노로 연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연주에서는 피아노의 최고음인 C8음까지 연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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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음향을 표제와 연결시키면, 태양의 밝은 빛을 고음 클러스터를 통

해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는 F♯-G♯-A♯-C♯-D♯의 5음음계로

되어있다.

B부분은 B리디아 음계를 가지는 부분이며, 빠르기도 라르고로 바뀌

었다. A와 비교하여 주목할 것은 클러스터가 사용되는 음역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이다. A에서 피아노에서 연주 할 수 있는 각 음의 최고

음역을 사용했다면, B부분에서는 피아노에서 연주할 수 있는 최저 음역

을 이용하고 있다.

<악보 36> 20-25마디. B리디아 음계와 함께 저음 클러스터가 사용되었다.

C부분은 상성부 선율을 기준으로 마디를 구분 했을 때 26-41마디

에 해당한다. <악보 37>은 <영웅 태양>의 26-33마디이다. 이 부분에는

카웰이 『새로운 음악 재료』에서 제시한 템포 슬라이드가 반영되었다.

또한 상성부에서는 3/4박자, 하성부에서는 4/4박자가 함께 나오는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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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가 사용되는데, 이때 상성부와 하성부의 강박이 서로 어긋나게 됨으

로써 박절에 혼돈을 주고 있다. 이를 표제와 연결하면 어두움을 없애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영웅 태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악보 37> 26-33마디. 상성부와 하성부의 박자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

<영웅 태양>의 D는 49-53마디로 <악보 38>은 이 부분의 악보이

다. 앞부분에서 조용하게 끝난 후(47-48마디), 49마디부터 53마디는 피아

노의 최저 음부터 최고음까지 클러스터를 이용해 상행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영웅 태양’ 이야기와 이 부분을 연결시켰을 때, 피아노의 최저 음

역에서 최고 음역으로 클러스터가 상행하는 것은 마치 어둠속에서 ‘영웅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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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 47-53마디. 최저 음역에서 최고음역까지 상행하는 클러스터.

코다는 54-60마디로 A의 리듬과 선율적 요소가 반복된다. 이때

54-58마디까지 하성부는 4/4박자를 유지하지만, 상성부에서는 3/4박자와

2/4박자가 교대로 나오며, 59마디에서 두 성부 모두 2/4박자로 나온 후

D♯음으로 곡을 마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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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명의 하프

《생명의 하프》는 존 베어리언의 글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다.

이 작품 역시 아일랜드 신화와 연결되어 있다. 생명의 하프란 ‘다그

나’(Dagna)라는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가지고 다니던 악기로, 다그나가

이 악기를 연주하면 우주에 있는 무엇인가가 생명을 얻게 된다. 카웰은

‘하프’의 특성을 다양한 아르페지오 클러스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생명의 하프》는 총 65마디 작품이다. <표 10>을 통해 이 작품의

구조가 A-B-A-coda 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악보에 사용된 조

표를 근거로 D장조, 혹은 b단조가 사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작품에는 으뜸화음, 버금딸림화음, 딸림화음 등의 화성의 기능적 역할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된 음계는 D 아이오니아와 B 에이올리아이다.

A B A Coda

마디 1-19 20-44 45-57 57-65

음계 D 아이오니아 B 에이올리아 D 아이오니아 B 에이올리아 

아르페
지오
클러
스터

음역 A0-A1/ A0-A2
A0-C3

D3-E5

A0-C3

F3-C6
A0-C3

종류 상행 상행, 반진행 상행 상행

<표 10> 《생명의 하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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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하프》의 특징은 3화음이나 7화음을 사용함으로써 조성

어휘가 사용되고 있지만, 딸림화음에서 으뜸화음으로 가는 진행을 피함

으로써 기능화성에서 벗어나 있다. 카웰은 ‘하프’라는 악기의 특성을 다

양한 방식의 아르페지오 클러스터로 구현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아래성부는 악보보다 1옥타브 아래에서 연주한

다. <악보 39>의 가장 낮은 성부에는 A0-A1의 상행 아르페지오 클러스

터가 오스티나토 베이스처럼 연주된다.

<악보 39> 1-5마디. 가장 낮은 성부에서A0-A1음역의 상행 클러스터가 반복된다.

<악보 40>에서 가장 낮은 두 성부의 클러스터를 보면 A0-C3으로

상행한 후, 왼팔에서는 C3에서 A0로 오른팔에서는 E5-D3로 멀어지는 방

향으로 아르페지오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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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

<악보 41>의 가장 낮은 두 성부를 보면 C3에서 A0로 하행하는 저

음 클러스터 후, A0-C3로의 상행과 D3-E5로의 하생하는 클러스터가 사

용함으로써 소리가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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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악보 42>처럼 A0-C3, F3-C6 음을 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클

러스터이다.

<악보 42>

음이 움직이는 방향, 음역의 변화를 이용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

들어진 아르페지오 클러스터는 아일랜드 전설 속, 신비스러운 능력이 있

는 하프의 성격을 묘사한다.

(4) 후지야마의 눈

《후지야마의 눈》은 일본의 전설을 내용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이야기가 있는 작품이다. 이 내용은 후지야마 산에는 원래 눈이 내리지

않지만 한 처녀가 죽고 난 후, 그녀의 영혼이 한 마리의 나방이 되었고,

그 나방의 날개가 산 정상을 엎으면서 산 아래에서 후지 산을 올려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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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산 정상에 눈이 내린 것처럼 보였다는 이야기이다. 카웰은 후지야마

의 산을 표현하기 위해 C8에서 D6 사이의 고음역을 가지는 매크로 클러

스터를 사용한다.

《후지야마의 눈》은 총 24마디의 곡이며 <표 11>을 통해 구조를

알 수 있다. A와 B가 같은 선율을 가짐에도 이를 구분하는 이유는 음계

의 변화가 생겼고 음역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F♯-G♯-A♯-C♯

-D♯의 음계를 가진다. 조표를 보면 F♯장조 혹은 d♯단조가 되어야 하지

만, E♯음과 B음이 사용되지 않고, 기능화성의 5도-1도 관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성음악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E♯음이 사용되지 않지만

조표에서 표시한 이유는 이 곡의 중심음인 F♯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생

각된다

도입+A B A’

마디 1+(2-7) 8-14 15-24

클러스터 종류 흰건반+검은건반
매크로 클러스터

검은 건반 
매크로 클러스터

흰건반+검은 건반
매크로 클러스터

음계
선율 F♯-G♯-A♯-C♯-D♯ F♯-G♯-A♯-C♯-D♯ F♯-G♯-A♯-C♯-D♯

클러스터 12음 F♯-G♯-A♯-C♯-D♯ 12음

<표 11> 《후지야마의 눈》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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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3>은 1마디의 도입을 제외하고 A부분을 나타낸 악보이다.

여기서 클러스터를 연주할 때, 지정된 음 사이에 있는 검은 건반과 흰건

반을 모두 연주해야 한다. 클러스터 음 위에 제자리표(♮), 올림표(♯),

내림표(♭) 등의 표시가 없기 때문이다.

<악보 43> 2-7마디. 흰건반과 검은 건반이 함께 사용되는 매크로 클러스터와 
F♯-G♯-A♯-C♯-D♯음계의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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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는 B부분의 악보이다. 여기서는 클러스터 음 위에 올림

표(♯)를 사용한다. 이것은 B에서 연주하는 클러스터가 검은 건반만 사

용하는 5음음계 클러스터 임을 의미한다. A와 B는 같은 선율을 가지지

만 B부분에서는 A처럼 단선율이 아니라 옥타브로 연주함으로써 음역을

확장시켰다.

<악보 44> 9-10마디. 검은 건반 클러스터와 1옥타브 병진행 선율이 
사용되었다. 

(5) 밴쉬

카웰은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음이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감정을 표

현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동양음악에서는 슬라이딩 톤을 잘 조절함

으로써 미세한 표현의 차이를 만든다고 주장했다.56) 동양 음악에서 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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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의 역할에 대해 카웰이 알게 된 것은 어린 시절 접했던 동양 음악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라오(Nancy Yunwha Rao)는 카웰이 어린 시절 관

람했던 중국 연극을 통해 음의 슬라이딩에 익숙해졌을 것이라고 주장한

다.57) 중국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말하더라도 성조에 따라서 의미가 변화

하기 때문에 연극 대사를 처리할 때 음의 높낮이를 더 강조하였는데, 이

때 음고의 변화가 슬라이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카웰의 대표적인 실험주의 작품인 《밴쉬》에는 슬라이드가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카웰의 생각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

러한 점은 ‘밴쉬’의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다. ‘밴쉬’는 아일랜드 신화에

나오는 요정인데,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나타나 그가 죽을 것을 슬퍼하며

흐느껴 울거나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는 요정이다. 카웰은 이 작품에

서 다양한 슬라이드 기법, 다이내믹과 템포의 변화를 통해서 ‘밴쉬’의 흐

느낌이 고조되고 줄어드는 것을 표현한다.

《밴쉬》는 40마디의 작품이며, 6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표 12>

는 각 부분을 특징과 함께 구분한 것이다. 이 표에서 ‘지정음(방법)’이라

고 표시한 부분은 악보에 지정된 음의 피아노 현을 길이 방향으로 쓸어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밴쉬》에서는 지정음의 개수, 슬라이드 연주 방

식, 다이내믹, 템포의 변화 등이 곡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6) Nancy Yunhwa Rao, “Henry Cowell and His Chinese Music Heritage : Theory of
Sliding tone and His Orchestral Work of 1953-1965,” in Locating East Asia in
Western Art Music, ed. Yayoi Uno Everett and Frederick Lau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2004), 130. 각주 47번 재인용.

57) Nancy Yunhwa Rao, “Henry Cowell and His Chinese Music Heritage,”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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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마디 1-6 7-12 13-19 20-24 25-31 32-40

슬
라
이
딩 
특
징

a0-b♭
3

음고
변화

상행
상하행
반복

상행
상하행 
교차

상행
상하행
병진행

지정음
(방법)

1개
(손가락)

3음
(손가락)

1개의
지정음

(손톱/손
톱+손가

락)

5음
클러스터
(손가락)

5음 
클러스터

(손톱)

장6도
클러스터

(손톱)

3음→2음
→1음

(손가락)

3음 
모티브

O O O

다이내믹 pp p f mf ff
mp → 

ppp

빠르기
tempo 
rubato → 
ritardando

a tempo
faster 
→ presto 

a tempo

<표 12> 《밴쉬》의 구조

<악보 45>는 《밴쉬》의 1-7마디이다. 여기에 표기된 ◯A는 A0에서

지정된 음까지 슬라이딩 하라는 의미이고, ◯B는 지정된 음의 피아노 현

을 손가락으로 줄의 길이 방향을 따라서 쓸어내리라는 의미이다. 이 부

분에서는 지정된 한 음을 pp에서 손가락으로 연주하며 조용히 시작한다.

이러한 지시어를 1-7마디와 연결시키면 피아노 현을 A0에서 B♭3으로 슬

라이드 한 다음에 B♭3, A♭3, G♭ 등의 음을 길이 방향으로 슬라이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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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1-3마디. 

두 번째 부분에서는 ◯C , ◯D , ◯E의 기호를 볼 수 있는데, ◯C는 A0-B♭3

에서 음을 슬라이딩 하라는 것이고, ◯D는 지정된 음을 피치카토로 연주

하라는 의미이며, ◯E는 지정된 3개의 음의 피아노 현을 손가락으로, 줄의

길이 방향을 따라 쓸어내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시어의 사용은 <악보

46>을 통해 볼 수 있다.

<악보 46> 7-9마디

<악보 46>은 《밴쉬》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하는 곳이다. A0-B♭3

에서 음을 상하행 반복한 후 d-d♭-b♭ 음을 피치카토로 연주한다. 그 후

다시 a0-b♭3에서 글리산도가 이어지고 지정된 3음을 현을 따라서 손가락

으로 연주한다. 지정된 음이 1음에서 3음으로 확대되었고, 셈여림은 피아

노에서 시작하지만, 크레센도를 통해 앞으로 다이내믹이 점차 커질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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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쉬》의 세 번째 부분은 13-19마디이다. 이 부분에서는 ◯F라는

새로운 지시어가 등장한다. <악보 47>이 그 예인데, ◯F와 함께 nail이라

는 표시를 더해줌으로써 지정음의 현을 손톱으로 긁어내리는 ◯F의 기법

을 더 확실히 보여준다.

<악보 47> 《밴쉬》의 세 번째 부분
이 시작하는 13마디.

《밴쉬》의 네 번째 부분은 20-24마디인데 <악보 48>은 그 일부분

이다. A0-B♭3음의 상행과 하행이 교차로 반복한 후(◯H ), 3음(D4-D♭4-B♭3)

피치카토 모티브가 G3음과 함께 이어지고(◯D , 그 이후에는 현의 길이 방

향으로 쓸어내리는 5음 클러스터 슬라이드(◯H )가 계속 이어진다.

악보 38 《밴쉬》 네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의 20-21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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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부분은 25-31마디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모두 포르티시모

다이내믹을 가진다. 연주 방식에 따라 25마디, 26-31마디로 구분할 수

있다. <악보 49>에서 볼 수 있듯이 25마디에서는 5개 클러스터음의 피

아노 현을 길이 방향으로 손톱으로 긁어내린다(◯J ).

<악보 49> 25마디.

이어지는 26-31마디에서는 악보에 표시된 장6도 사이의 모든 음의

현을 줄의 방향을 따라서 손톱으로 긁으며 쓸어내린다(◯K ). 이는 <악보

50>을 통해 볼 수 있다. 25마디에서 슬라이드의 속도를 높이고(Faster),

26마디부터는 프레스토로 연주하면서 음향을 고조시켜나가다가, 28마디

가 끝날 무렵부터 점차 슬라이드의 속도와 다이내믹이 점차 줄어든다.

<악보 50> 26-28마디 부분. 장6도 사이에 있는 모든 음의 현을 
손톱으로 빠르게 긁어내린다.. 



- 74 -

여섯 번째 부분은 32마디에서 40마디로, <악보 51>은 이의 일부분

이다. 31마디에서 고조된 음향이 거의 사라진 후 32마디에서 여섯 번째

부분이 시작된다. 손바닥으로 슬라이드를 한 다음(◯L ), 3음 모티브를 피

치카토로 연주하고, 다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지정된 3음의 현을 손가

락으로 쓸어내리도록 했다. 빠르기도 느려지고 다이내믹도 mp-p-ppp로

움직이며, 소리가 거의 사라지듯이 곡을 마무리 하고 있다(악보 41).

<악보 51> 32-34마디. 속도도 느려지고, 다이내믹도 점차 여려지면서, 곡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총 6부분으로 나뉘는 《밴쉬》는 첫 번째 부분부터, 다섯 번째 부분

을 향해 달려가는 방향감을 가진다. 그 이유는 지정된 음의 현을 길이

방향으로 슬라이드 할 때, 음의 개수와 손톱 혹은 손가락을 이용한 연주

방식의 차이로 인한 음색 변화가 다섯 번째 부분을 향해서 점차 고조되

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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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카웰의 울트라모더니즘 피아노 음악에는 서구 예술 음악에서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음향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음향은 클러스터, 슬라이

드, 피아노 스트링 등의 실험적인 기법을 통해 만들어졌다. 카웰의 다수

의 작품에는 이러한 음악 기법들이 비서구의 음악이나 문화적 특징을 표

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러한 작품은 텍스트가 있는 음악과 없는 음

악으로 나누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텍스트가 없는 경우, 실험주의 음악

기법이 비서구 음악의 선율이나 리듬의 분위기 혹은 악기의 음향을 묘사

하는 형태로 나온다. 텍스트가 있는 작품에서는 실험주의 기법이 이야기

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물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다.

<귀여운 대화>, 《환희》, 《릴의 리듬》은 텍스트가 없이 비서구

음악의 영향을 보이는 작품 들이다. 매크로 클러스터를 통한 타악기적인

반주, 5음음계나 선법으로 된 선율의 사용, 아일랜드 춤곡 형식의 차용,

불규칙적인 프레이즈의 변화 등을 통해 비서구 음악의 특징을 보여준다.

<불길한 울림>의 경우에는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5음음계 선율과 피아

노 스트링 기법을 사용하여 동양이나 아랍의 악기로 비서구 음악을 연주

하는 느낌을 준다.

텍스트가 있는 작품에는 <매너나운의 조수>, <영웅 태양>, 《생명

의 하프》, 《후지야마의 산》, 《밴쉬》 등이 있다. 이 음악들에도 타악

기적인 음향의 매크로 클러스터, 5음음계나 선법으로 된 선율 등이 사용

된다. 하지만 여기에 사용된 클러스터나 선율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대상

의 특징을 묘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너나운의 조수>에서

보여준 클러스터의 음역과 진행 방향의 변화는 매너나운이 만든 물결의

움직임을 음악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영웅 태양>에서 사용된 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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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는 음역의 차이를 이용해 빛과 어둠의 대비와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음향적으로 묘사한다. 《생명의 하프》에서는 하프의 특징을 넓

은 음역대와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아르페지오 클러스터를 통해서

나타낸다. 《후지야마의 산》에서는 피아노의 최고음까지 도달하는 고음

역에서 움직이는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높은 산의 이미지를 음향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밴쉬》에서는 슬라이드하는 음의 개수와 연주

방식, 빠르기, 다이내믹 등에 변화를 줌으로써 음악을 고조시키거나 이완

시킨다. 이것은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특징으로 밴쉬의 흐느낌을 음향적

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카웰이 비서구 음악

과 문화에 관심을 보였고, 소음을 음악적 요소로 이용했으며, 음향을 작

곡의 주요 요소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카웰이 접했던 동양 음악이나 아일랜드의 민

속 선율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베어리언이 카

웰에게 아일랜드의 민속음악 노래집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을 보고, 이 노

래집에 수록된 선율이 아일랜드와 관련된 카웰의 작품에 사용되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노래집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

으나 제목조차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카웰이 동양음악 선율을 흥얼거

렸다는 내용을 보고 이 곡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했으나 이것 또한 찾기

어려웠다. 그 결과 이 논문의 선율 분석이 선법 혹은 5음 음계에만 머물

게 되었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카웰의 작품에 어떤 지역의 어떤 제목을

가지는 노래를 이용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가 진행되길 바

란다. 이를 위해 여러 나라의 민속음악을 듣고 악보로 볼 수 있는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케이지는 카웰을 두고 “미국의 현대 음악의 문을 연 사람”이라고

했다.58) 카웰이 이러한 평가를 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

58) Cecilia Sun, “Experimental music," In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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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울트라모더니즘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20세기 중후반에

등장하는 음향 음악과 월드 뮤직 경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의

음악에 나타난 다문화적인 요소와 실험성은 카웰이 여러 이민자들이 모

여 한 나라를 이룬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잘 반영한, 가장 미국적인

작곡가라는 것을 보여준다.

Oxford University Press, accessed December 1, 2015,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A222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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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presents the research on Henry Cowell(1897-1965)'s

ultramodernist piano works. The term 'ultramodernism' is used to

indicate avant-garde or experimental music emerged in 1920s in the

U.S. Cowell had become a typical composer of the ultramodernism

through employing various new compositional techniques in his

pieces, like cluster, sliding and piano strings. Cowell's works

composed in the 1920s particularly reflect the composer's experience

in non-western music including Chinese, Japanese, and Indian, and

such are confirmed through (1)the background in which the

experimental techniques appeared, and (2)the musical context in which

such techniques a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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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s have agreed that multi-cultural influence is present in

Cowell's works composed in the 1920s. However, previous researches

mainly focused on the 'experimental' aspects of his works, and are

limited to introduction of his piano techniques and instruction for

performance. Thus, in this paper, I attempt to demonstrate Cowell's

successful substantiation of non-western cultural influence in his

1920s-piano works through the incorporation of experimental

techniques. In order to provide adequate background for deeper

understanding of Cowell's music, I review historical background in

which the ultramodernism first emerged, and Cowell's life, full of

exposure to foreign cultures. And I subsequently analyze experimental

piano techniques present in Cowell's piano works. I discuss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mental techniques

and non-western cultural influence, in two distinguished perspectives-

absolute and program music.

Through the analysis was found four styles through which

Cowell's experimental techniques exhibit the non-western cultural

elements in music: (1) acoustic imitation of oriental percussion

instruments through macro-cluster, (2) representation of non-western

melodic and rhythmic elements through modal or pentatonic clusters,

(3) characterization of features of programs that appear in the

non-western mythology through performance techniques like cluster

and sliding, and (4) usage of exotic sounds resembling oriental/arabic

string instrument sounds through piano strings technique. Findings of

this research reveal that Cowell's experimental techniques were

actively employed to demonstrate the non-western cultural elements

that exerted significant influence to his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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