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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죄르지 쿠르탁(GyörgyKurtág)의

피아노 작품집 《Játékok》 연구

- 술 상상력의 발 -

서울 학교 음악 학원

음악학과 피아노 공

홍 인 경

작곡가 죄르지 쿠르탁(GyörgyKurtág,1926-)은 헝가리 출신의 작

곡가로 자신만의 독자 인 음악어법을 통해 세계 으로 리 알려진 작

곡가이다.쿠르탁의 음악은 이면서도 서양음악의 통 인 음악어

법을 바탕으로 기존의 작곡 기법과 양식을 자신만의 음악어법으로 변형

하 으며 그의 작품은 제되고 압축 인 특징을 띠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쿠르탁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데 핵심 인 작품집인

피아노 작품집《야테콕》을 표제 측면,연주실제 측면,음향 측면

의 세 가지 에 따라 분석 연구하 다. 한 이를 통해 《야테

콕》에 나타나는 쿠르탁의 피아니즘에 해 알아 으로써 작품집 체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연주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 다.

개별 작품들의 분석연구를 통해 알아본 《야테콕》에서 나타나는 쿠

르탁의 피아니즘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야테

콕》에는 음악 놀이 혹은 유희 특징이 뚜렷이 드러난다.둘째,시

함축성과 연주자의 해석 상상력이 작품에서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셋째,피아노를 통해 구 할 수 있는 새로운 음향의 시도가 나타난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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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단순히 매개자가 아닌 창조자로서의 연주자로 연주자의 역할이 확

된다.

《야테콕》의 특징인 피아노의 새로운 주법,함축 인 음들로 이루

어진 짧은 곡들,다양한 양식 등은 동시 작곡가들의 피아노 작품과 표

면 으로 유사해보일 수 있으나 본질 으로 다른 독특한 쿠르탁만의 음

악세계를 반 한다.《야테콕》은 통과 를 모두 포섭하고 개별 악

곡들의 뚜렷한 상징과 함축성,독자 인 작품의 논리를 보여주어 동시

피아노 작품들과 본질 으로 다른 특수한 치를 차지한다.

《야테콕》은 20세기 후반 음악사에서 큰 비 을 차지하지 못했던

피아노 퍼토리 작품의 수와 다양성에 있어서 가히 독보 인

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 작품집의 유희 이고 함축 성격, 편 인

개별 악곡구성, 로그램 작곡,연주자의 퍼포먼스 요소,여러 주법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음향 등의 요소들은 피아노의 가능성을 확장시

켜 피아노 퍼토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즉 《야테

콕》은 음악의 큰 조류들을 쿠르탁만의 어법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음악사 으로 매우 가치 있는 작품집이다.

본 논문에서 시도된 연주자 입장에서의 작품분석은 생소한 작품인

《야테콕》을 소개하며 연주자들에게 연주를 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다는 에서 가치를 가진다.

주요어:죄르지 쿠르탁,피아노 작품집《야테콕》,상상력,표제,피아

노 연주의 면모,‘연주자-작곡가’

학번:2009-3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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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배경과 목

20세기에는 다양한 시 변화와 더불어 음악도 크게 변화했다.특

히 1970년 이후로는 한 시 를 이끌어갈 만한 뚜렷한 음악어법이 보이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악계의 주류 상 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모든 음악어법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한 작곡가들

의 개성은 더욱 뚜렷해져 새로운 음악어법과 주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

고 작곡가들은 음악사에서 요한 통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다양성을 보여 수 있는 실내악 편성의 앙상블 작품들을 집 으로 발

표하 다.이에 반하여 독주악기 던 피아노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크게 각 받지 못했고 피아니즘은 음악 으로 보다 융성했던 19세

기와 달리 다소 주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죄르지 쿠르탁(GyörgyKurtág,1926-)의 피아노

작품집《야테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쿠르탁은 냉 시 동

안 동유럽에 머물며 활동한 헝가리 출신의 작곡가이다.리스트 음악원에

서 함께 수학한 친한 동료 죄르지 리게티(GyörgyLigeti,1923-2006)

가 일 이 서방세계로 망명하여 리 알려진 것에 반하여,쿠르탁은 공

산주의 체제하에서 작품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이러한 상황 때문

에 그는 당시 서유럽의 주류 음악경향을 따르지 않으면서 동시 의 작곡

가들과 구별되는 독자 인 음악세계를 구축하 다.이후 1980년 에 이

르러 서방에 그의 음악이 알려지면서 쿠르탁은 20세기의 요한 작곡가

한 명으로 뒤늦게 주목 받기 시작하 다.그의 음악세계를 뚜렷이 반

하고 있는 《야테콕》(Játékok,1973-)은 재에도 계속 진행 인

규모 작품집으로,교육 , 술 ,피아노 기법 측면에서 요한 의미

를 가진다.훌륭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던 쿠르탁은 피아노에 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야테콕》을 통해 그가 가졌던 피아니즘에 한 아이

디어를 펼쳐나갔다.이 작품집에는 쿠르탁의 편 인 음악 아이디어,그

래픽 기보법과 새로운 주법,연주를 통해 발 되는 퍼포먼스 인 요소

등 , 통 음악어법이 결합된 쿠르탁 자신만의 고유한 음악어법

이 나타난다.이러한 《야테콕》의 특징 요소들은 연주자의 상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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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해석을 바탕으로 연주라는 ‘사건(event)’으로 펼쳐질 때 비로소 완

성되며,이 작품집에서 연주자들은 작곡가만큼 요한 역할을 한다.이와

같이 《야테콕》은 20세기의 피아니즘,쿠르탁의 음악 , 음악어

법,연주의 미학 경계 등 다양한 층 에서 특수한 치를 차지하고 있

다.따라서 20세기 후반 음악사에서 큰 비 을 차지하지 못했던 피

아노 퍼토리 다양성과 작품집의 규모에 있어서 독보 인 치를 차

지하고 있는 《야테콕》을 연구하는 것은 필수 이고 매우 요한 작업

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야테콕》에 한 연구는 작품집의 요성에 비해 재까지

몇몇 개별 악곡에 한 논문이나 학 논문의 한 부분으로 연구된 것에

만 국한되어 있고 작품집 체를 다양한 측면에서 다룬 연구는 거의 없

는 실정이다.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야테콕》이 8권으로 된 300

곡이 넘는 방 한 양의 작품집으로 개별 작품들이 일 된 음악 기법이

나 통일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야테콕》에 실린 악곡

들은 작품번호(Opusnumber)가 없는 소품으로 하나의 ‘작품’이라고 하기

에는 길이가 무 짧아 연구 상으로는 부 합해보일 뿐만 아니라 통

인 형식과 화성으로 분석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연구 상황에서 본 논문은 《야테콕》작품집 체를 거시 인

으로 조망하고 연주자의 입장에서 작품집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작

품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의미 있게 연주하기 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더 나아가 《야테콕》에 나타나는 ‘연주자-작곡가’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쿠르탁의 피아니즘과 그 의의를 밝히고,최근에 들

어서 뒤늦게 주목받고 있는 20세기의 요한 작곡가 한 사람인 쿠르

탁에 한 정당한 평가와 자리매김을 시도하고자 한다.

2.연구의 의의와 한계

먼 본 논문에서는 제Ⅱ장에서 쿠르탁의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작

품 양식의 변화와 작곡기법 특징에 하여 살펴보며 쿠르탁에 한

반 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이를 바탕으로 제Ⅲ장에서는 《야테콕》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는데 큰 축이 되는 작품집의 배경과 구성,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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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요소에 해 알아볼 것이다.제Ⅳ장에서는 《야테콕》의 특징

면모를 살펴보기 해 작품의 표제와 연주실제,그리고 음향 측면에

따라 체 악곡을 분류하고 개별 작품들을 분석할 것이다.먼 표제

측면의 연구는 《야테콕》의 모든 작품이 표제를 가지고 있다는 에 착

안하여 표제와 작품의 음악 어법 내용이 어떠한 련을 갖는지 살

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연주실제 측면은 연주자가 작품을 실제로 연주

할 때 발생하는 연주기법과 퍼포먼스 측면의 연구로서 연주자가 작품

에 활용되는 연주기법과 실제 연주시 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을 어떻

게 이해하고 표 해야 하는지 알아 볼 것이다.마지막으로 음향 측면

은 피아노로 구 할 수 있는 새로운 음향에 한 연구로 《야테콕》에서

피아노의 ‘음향 그 자체’를 심으로 다양한 음향 시도가 나타난 작품

들을 분석할 것이다.이를 토 로 제Ⅴ장에서는 피아노 작품집《야테

콕》에 나타나는 쿠르탁의 피아니즘에 해 고찰할 것이다.

본 논문은 아직 국내외에서 연구가 미진한 쿠르탁과 그의 피아노 작

품집《야테콕》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야테콕》을 이해하고

연주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한다. 한 새로운 피아노 퍼토리를 개척하

고 음악의 다양성과 새로움을 보여 수 있다는 에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야테콕》은 작품집의 암시 특성으로 인해 작품을 연주할 때 연

주자의 상상력이 특히 요한 작품이다. 한 기보법이 갖는 유동성은

어떻게 작품을 의미 있게 연주할 것인가에 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야테콕》은 연주자의 상상력에 따른 주 해석이 요시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은 기존의 객 이고 실증 인 통 분석방법

이 아니라 연주자의 주 단에 근거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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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죄르지 쿠르탁(GyörgyKurtág)의 작품 양식

쿠르탁은 매우 꼼꼼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 작곡하는 스타일로 음악

언어를 선택하는데 있어 많은 규칙과 제한을 두었다.이로 인해 그의

작품은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으며 작품의 수가 많지 않다.1)그

의 작품들은 작은 음악 동기나 요소를 바탕으로 작은 음악 단 가

변형되고 발 되면서 더 큰 형식을 구성해나간다. 한 쿠르탁은 자신의

기존 작품의 일부분이나 그가 즐겨 사용하는 음악 동기,음정 계 등

을 그 이후에 작곡한 작품에서 단편으로 사용하여 각기 다른 작품 간에

동기 연 성을 가지도록 작곡하 다.2)

그의 작품 양식은 작곡을 시작한 학창시 부터 재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향을 미친 사건 작곡 양식의 변화에 따라 크게 4시기로 구

분3)할 수 있다.

1.제 1기(1926-1956)

쿠르탁은 1926년 루마니아의 루고스(Lugoj)4)에서 태어나 1946년 부

다페스트로 이주하여 1948년 헝가리 시민권을 취득하 다.5세 때 피아

노를 시작한 그는 마그다 카르도스(MagdaKardos)에게 피아노를 배웠

으며 리스트 음악원(LisztAcademyofMusicinBudapest)에 진학하여

팔 카도사(PálKadosa,1903-1983)에게 피아노를,산도르 베 즈(Sándor

Veress,1907-1992)와 르카스 페 츠(FarkasFerenc,1905-2000)에게

작곡을 사사받았고 오 바이 (LeóWeiner,1885-1960)와 실내악을 공

부하 다.25세가 되던 해인 1951년에 쿠르탁은 피아노와 실내악으로,이

1) RachelBecklesWilson,"Kurtág,György."GroveMusicOnline.OxfordMusicOnline,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15695 (accessed April 15,

2012).

2)JulianaHodkinson,“Aphorisms,fragmentsandparatacticsynthesis:Holderlinreferencesand

compositionalstyleinGyörgyKurtág.”Music& Forskining29,2004,p.27.

3)이는 GroveMusicOnlinedictionary,StephenWalsh의 “GyorgyKurtag:AnOutlineStudy

(I),(II)”,RachelBecklesWilson의 “Kurtág'sinstrumentalmusic,1988-1998”을 토 로 쿠르

탁의 작곡 양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심으로 나 것이다.

4)루고스(Lugoj)는 트란실베니아의 작은 지역으로 Austro-Hungarian왕조의 일부 으며 이후

1918년 루마니아에 이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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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955년 작곡 공으로 학 를 받았다.5)그는 이미 은 시 부터 작

곡에 뛰어난 실력을 보 으며 1954년,1956년,1969년 세 번에 걸쳐 헝가

리 정부에서 수여하는 에르 상(ErkelPrize)를 수상하 다.

이 시기 쿠르탁의 작품은 학창시 의 습작을 포함하며 작품번호가

붙어 있지 않다. 한 뚜렷한 양식 특징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기 때

문에 쿠르탁의 특정한 음악 스타일을 규정할 수 없다. 표 인 작품

으로는 그와 같은 헝가리 작곡가 바르톡의 작품을 모델로 한 《Viola

concerto》와 풍부한 선법 반음계 스타일을 보여주는 《Pianosuite》

을 들 수 있다.6)

2.제 2기(1957-1969)

1957년이 되던 해 쿠르탁은 공산주의 통치에서 벗어나 서방세계인

랑스에 1년간 체류하면서 리 음악원에 있는 메시앙(Olivier

Messiaen,1908-1992),미요(DariusMilhaud,1892-1974)의 클래스에 참

여하여 새로운 음악 감을 받았다. 한 그의 작곡인생에 있어 큰

향을 끼친 헝가리 출신의 심리학자 마리안느 슈타인(MarianneStein)과

조우하게 되면서 당시 작곡에 어려움을 겪고 가치 의 혼란을 겪던 상황

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받는다.7)슈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쿠르탁은 공

허한 음악 수사를 벗고 아주 작은 음악 단 들로 작업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방법을 찾아 갈 수 있었다.8) 한 그는 리에서 생활하며 당시

헝가리에서 듣기 어려웠던 베베른,슈톡하우젠(KarlheinzStockhausen,

1928-2007)의 음악을 하게 되었고,이들의 음악은 쿠르탁이 이 과는

다른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탐색하는데 큰 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리에서의 새로운 음악 교류에도 불구하고 쿠르탁은 1958

5) Wilson,"Kurtág,György."

6)StephenWalsh,“GyorgyKurtag:AnOutlineStudy(I),”Tempo,New Series,No.140

(Mar.,1982),pp.11-12.

7)그녀는 쿠르탁의 《EightKlavierstücke,Op.3》을 보고 그가 단순한 음악 재료를 음악작곡

에 사용하는 방법에 해 조언을 하 는데 이후 그는 두 음을 연결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그의 화성체계를 만들고 아주 작은 음악 단 들을 가지고 발 시켜나가는 그만의 작곡 스타

일을 보이게 된다. 한 Op.1-9까지의 짧고 일 성 있는 작품들을 작곡하게 된다.

8)이희경,『리게티,횡단의 음악』(서울: 솔,2005),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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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다시 헝가리로 돌아와 음악활동을 계속 이어갔다.9)이 시기는 그의

작품이 리 알려지게 된 매우 요한 시기로 쿠르탁은 작곡보다 실내악

과 피아노 교수로 먼 명성을 얻게 되었다.쿠르탁은 1958년부터 1963

년까지 바르톡 음악원(BartokMusicSchool)에서 음악코치로 일하 고

1967년부터 리스트 음악원에서 피아노,앙상블 교수로 재직하 다.10)

제 2기는 제 1기의 습작 주의 작품에서 벗어나 쿠르탁이 리에서

습득한 여러 음악을 통해 그만의 새로운 작곡어법을 보이게 되는 시기이

다.이 시기 첫 작품인 《StringQuartetNo.1》은 쿠르탁의 스타일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이 작품에서는 짧고 압축 인 동기로 정확성과

응축성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베베른의 음악 향으로 볼 수 있다.

한 바르톡의 음악 향은 아치(arch)형태의 구성,아티큘 이션의 극단

인 립,강한 리듬형태 등을 들 수 있다.11)그러나 제되고 압축 인

그의 작곡 스타일은 길이가 긴 작품에서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한계를 드

러내었다.이를 극복하기 해 쿠르탁은 음성(voice)을 사용한 성악작품

을 작곡하 고 그의 짧은 작품들을 조합하여 더 큰 규모를 가진 모음곡

형태의 작품으로 만드는 작곡방식을 선호하게 되었다.이 시기 표작

하나인 《TheSayingsofPéter Bornemisza,Op.7》는 12음 기법

을 사용하여 작곡된 성악곡으로 쿠르탁의 성악곡의 시작이 된 작품이다.

3.제 3기(1970-1986)

쿠르탁은 매우 제되고 많은 규칙에 의하여 작품을 만드는 스타일

로 인해 거 한 성악 연가곡 형태의 《The Sayings of Péter

Bornemisza,Op.7》를 작곡한 이후 슬럼 에 빠지게 되어 한동안 작품

활동을 하지 못했다.피아노 작품집 《야테콕》은 쿠르탁이 다시 작곡을

시작하게 되면서 처음 작곡했던 작품집으로 각각의 개별악곡은 단순하며

짧은 소규모 형태의 작곡 스타일을 보여 다.

이러한 작곡 양식을 보이기 시작한 1970년 를 쿠르탁의 작곡 제 3

9)http://www.allmusic.com/artist/gy%C3%B6rgy-kurt%C3%A1g-mn0000001589[2013년 6월 10

일 속].

10)Wilson,"Kurtág,György."

11)Walsh,“GyorgyKurtag:AnOutlineStudy(I),”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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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볼 수 있는데,이 시기 그는 주로 성악 작품을 많이 작곡하 다.

한 다른 기악 장르에서도 성악 테크닉을 이용하여 다양한 작품을 작곡

하는 한편 《Capriccios,Op.9》와 《24Antiphonae,Op.10》에서는 소

규모 형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다.12)

쿠르탁의 성악 작품의 가사는 야노스 팔린츠키(János Pilinszky,

1921-1981),데즈오 탄도리(DezsőTandori,1938-)등 헝가리 시인들의

시가 텍스트로 많이 사용되었고 러시아 언어와 문화에 한 쿠르탁의

심을 반 하듯 리마 달로스(RimmaDalos,1944-)의 시 역시 성악곡의

가사로 사용되었다.13)

이 시기 요한 성악 작품으로는 《MessagesoftheLateR.V.

Troussova,Op.17》를 들 수 있다.이 곡은 《TheSayingsofPéter

Bornemisza,Op.7》이후 가장 성공 이고 원숙미를 자랑하는 작품으로

리에서 1981년 연된 후 그의 음악이 세계 인 명성을 얻는데 결

정 역할을 하 다.이 곡은 소 라노와 앙상블을 한 곡으로 실내악

반주의 규모가 한층 확 되었다. 한 이 작품에서 사용된 침발롬

(cimbalom),첼 스타(celesta),피아노,하 ,만돌린과 타악기는 이후 쿠

르탁이 다른 앙상블 작품에서도 즐겨 사용하는 악기가 되었다. 한

《MessagesoftheLateR.V.Troussova,Op.17》의 각각의 악장들은

악기를 다양한 형태로 조합하며 곡의 텍스처를 조 으로 사용한다는

에서 쇤베르크(ArnoldSchoenberg,1874-1951)의 《달에 홀린 피에로

(Pierrotlunaire)》와 유사하다.14)           

이 시기 새로운 형태의 요한 피아노 작품집은 1973년부터 재까

지 8권이 출 된 《야테콕》이다.처음엔 교육용으로 작곡된 이 작품집

은 새로운 형태의 악보 기보와 함께 다양한 피아노 연주기법과 연주자의

인성을 활용하는 등 피아노에서 새로운 연주기법과 소리를 추구하 다.

한 여러 표제들과 함께 단순하지만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야

12)ibid.,pp.12-14.

13)제 2기 작품인 《Jelek,Op.5》,《S.K.RemembranceNoise,Op.12》,《SevenSongsto

PoemsbyDezsőTandori》는 Tandori의 시를 바탕으로 작곡되었는데 Tandori의 시는 1970년

쿠르탁의 작품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한다. 한 Op.16,17,18작품에서도 러시아 시인인

리마 달로스의 시를 텍스트로 사용하 다.

14)StephenWalsh,“GyorgyKurtag:AnOutlineStudy(II),”Tempo,New Series,No.142

(Sep.,1982),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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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콕》은 그의 간결하고 응축 인 음악 철학을 구체화시키는 데 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이 시기 쿠르탁은 자신의 작품

연주를 해 피아니스트 졸탄 코치슈(ZoltánKocsis,1952-),바이올리니

스트 안드라스 러(AndrásKeller,1925-1999),소 라노 아드리에네 첸

게리(AdrienneCsengery,1946-)등 특정 연주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15)

4.제 4기(1987- 재)

1969년에 작곡된 첫 성악 작품인 《The Sayings of Peter

Bomemisza,Op.7》 이후 쿠르탁의 성악곡들은 그의 작품에서 많은 수

를 차지하 고 뛰어난 작품성을 보여주는 장르 다.성악장르 주의 작

곡 경향은 1987년 이후 《...Quasiunafantasia...,Op.27No.1》을 발

표하면서 변하기 시작한다.이 작품 이후 성악곡의 수는 히 어들

었고 규모 편성의 악을 한 곡들이 주를 이루게 된다.16)

쿠르탁은 리체류 당시 슈톡하우젠의 《Gruppen》의 공연을 한

이후 공간배치를 통한 음향 실험에 심을 가지게 되었다.이러한

심을 토 로 그는 《...Quasiunafantasia...,Op.27No.1》,《Double

Concerto,Op.27No.2》 등의 작품에서 악기 그룹들의 공간 인 배치

에 따른 독특한 음향 효과를 추구하 다. 한 그는 이 시기 작품들에

서 자신의 이 작품이나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을 토 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하 다. 를 들어 《Officium Breve,Op.28》에

서는 쿠르탁의 “Flowersweare...”,베베른의 Op.31,6악장과 곡에 명시

되어 있는 스제르반스키의 세 나데를 인용하여 새로운 곡의 소재로 사

용하 다.17) 한 《Stele,Op.33》는 《Threeoldinscription,Op.2

5》,《야테콕》의 “Preface to a BálintExhibition”,“In memoriam

15)아드리에네 첸게리는 쿠르탁의 Op.12-26까지 작품의 연에 함께하 고 쿠르탁의 특정연주자

의 선호경향은 《...Quasiunafantasia...,Op.27No.1》에서의 ‘MarcatissimodiKocsis’처럼

연주에 한 지시어로도 나타나고 있다.

16)성악곡이 어들고 기악곡의 작곡이 증가했다는 것은 단어에 의존하던 그의 음악이 자유로워

진 것을 뜻한다.그러나 그의 곡들은 언어를 연상시키는 아티큘 이션을 사용하는 등 성악곡에

서 향을 받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17)Walsh,“GyorgyKurtag:AnOutlineStudy(II),”pp.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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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ásMihály”,《Lebenslauf,Op.32》의 음악으로 구성된 통 인

형태의 오 스트라를 한 첫 작품이다.

1986년 리스트 음악원에서 은퇴한 쿠르탁은 1993년 이후 베를린,비

엔나, 리,암스테르담에서 거주하며 여러 음악제에 청되어 활동하

고 1993에서 1995년에는 베를린 교향악단의 상임 작곡가를 지내기도 하

다. 한 1981년 《MessagesoftheLateR.V.Troussova,Op.17》

의 성공 이후 그는 세계 명성을 얻었으며 1998년의 Ernstvon

SiemensMusicPrize를 포함해 PrixdeCompositionMusicale,Herder

Prize,KossuthPrize,GrawemeyerAward등 7개의 상을 수상하 다.18)

18)Wilson,"Kurtág,Gyö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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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Játékok》 작품집 개

1.작품집의 작곡배경

쿠르탁의 음악세계에서 피아노는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그

는 리스트 음악원에서 은퇴할 때까지 피아노 교수로 재직하 으며 자신

의 작품을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었던 뛰어난 피아니스트 다.19)쿠르탁

의 피아노 작품은 은 수이긴 하지만 그의 작품세계에서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

피아노 작품 가장 요한 작품집은 1973년부터 재까지 8권이

출 된 피아노 작품 모음집인 《야테콕》이다.“Játékok”이라는 단어는

헝가리어로 ‘게임’,‘음의 놀이’라는 뜻이다.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작품집은 어린 아이들이 음악을 즐기며 자유롭게 피아노를 배울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시작되었으며 동시에 쿠르탁이 자유롭게 음악 아

이디어를 개하는 토 가 되었다.

《야테콕》은 피아노 교사 던 마리안느 테오 (MarianneTeöke)가

어린이들을 한 교육용 작품을 의뢰하여 시작된 작품집이다.바르톡의

《Mikrokosmos》20)나 베 스(Sándor Veress, 1907-1992)의

《Billegetőmuzsika》처럼 음악을 시작하는 어린이들 혹은 피아노를 처

음 배우는 이들을 한 교육용 작품으로 시작되었다.이와 함께 《야테

콕》은 쿠르탁이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기 해 시작한 신음악 스튜디오

(New MusicStudio)21)의 활동의 결과물로 이 모임의 활동은 《야테

19)XakBjerkern,“PoeticFragments:GyörgyKurtág'sJátékokforPiano,”(DMA Diss.,

PeabodyConservatoryofMusic,2002),p.1.

20)쿠르탁의 《야테콕》과 바르톡의 《미크로코스모스》와의 비교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문

제이다.쿠르탁은 바르톡과 《미크로코스모스》의 향에 해 부인하지 않았다.그러나 《야

테콕》과 《미크로코스모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미크로코스모스》는 6권으

로 이루어져있으며,바르톡이 아들 피터를 해 작곡한 작품집으로 미리 계획된 교훈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과사 설명식의 창작물이다.반면 《야테콕》은 여러 가지 성격의 곡들이 매

우 자유롭게 구성되어 있고,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작품집이다.쿠르탁은 《야테콕》이

‘pseudo-pedagogical',즉 가짜 교육용 작품이라고 언 한 바 있다.그러나 해석,연주 뿐 아니

라 작곡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테콕》은 쿠르탁의 작곡의 장소이자 아이디어의 장

이기도 하지만 좀 더 높은 단계의 교육 인 기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Miklós

Dolinszky,Kurtág:JátékokGaborCsalog,BMCRecords,2008.

21) 헝가리에서 시작된 신음악 스튜디오는 새로운 음악을 소개하고 연구하는 교육 의도를 가지

고 시작된 단체로 베 즈,베르크,베베른 등 20세기 반 주요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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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의 탄생에 결정 인 역할을 하 다.22)그는 신음악 스튜디오 구성원

들에게 작품을 헌정하기 해 여러 가지 표제를 활용하여 《야테콕》의

개별악곡을 작곡하 고 이 작품집에서 동료들의 개인 인 새로운 음악스

타일을 시도하기도 하 다.

《야테콕》서문에는 쿠르탁의 음악 과 이 작품에 한 철학이 잘

나타나있다.

《야테콕》을 작곡한 아이디어는 피아노를 장난감처럼 생각하

며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연주하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어

린이들은 피아노를 가지고 실험하고,애정을 표시하고,때로는 공

격 으로 때리기도 하고,그들의 손가락 연습을 하기도 한다.어린

이들은 산발 이며 불연속 인 음들을 치는 와 에 우연히 발견된

화음들에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이후 의식 으로 그 화음들을

찾으며 반복 으로 친다.《야테콕》을 통해 피아노를 배울 때는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 작품집은 피아노를 치기 해 피아

노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를 실험하기 한 작품집으로 볼

수 있다.연주는 그 자체로 놀이이며 연주를 해서는 연주자의 자

발 인 자유로움과 해석이 수반되어야 한다.악보에 그려져 있는

이미지들을 심각하게 취 할 필요는 없다.하지만 음악 진행,음

의 질(quality)과 침묵의 본질 인 에서는 악보에 그려진 이미

지들이 단히 요하다.우리는 그래픽화된 기보들을 믿어야만 하

며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향을 받아들여야 한다.악보에 표시

된 특이한 기호들과 그림들은 작곡된 작품들이 추구하는 자유로운

연주의 철학을 변한다.우리는 이를 해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있는 자유로운 웅변 연설,민속음악, 를란도 루바토,그 고리

안 성가,즉흥 인 음악연주 등을 이용해야 한다.연주자들은 매우

어려운 작품을 연주할 때라도 실수에 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

연주회를 열고 작품에 해 토론하 다. 한,ZoltánJeney,SàryLaszlo,PéterEötvös등 동

시 헝가리의 새로운 작곡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연주하는 활동을 개하 다.Rachael

BecklesWillson,Ligeti,Kurtág,andHungarianMusicduringtheColdWar(Cambridge,

NewYork:CambridgeUniversityPress,c2007),pp.147-148.

22)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이 단체의 철학은 《야테콕》 탄생의 요 배경이 되었으며 쿠르탁은

몇 개 되지 않는 음들로도 작곡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작곡의 모티 를 얻게 되었다.Bálint

AndrásVargaed.,GyörgyKurtág,ThreeinterviewsandLigetiHomages(Rochester,N.

Y.:UniversityofRochesterPress,2009),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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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작품의 길이와 상 없이 한 비율,통일성,그리고 연

속성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해야한다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해

서!23)

이 서문에서 쿠르탁은 《야테콕》을 통해 피아노를 배우는 데 있어

서 자유로운 근과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한 연주자의 연주에 의해

작품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연주자들이 작품을 새롭게 해석하

고 만들어내도록 장려한다.

《야테콕》의 개별악곡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작품들은 그 시기 다른

작곡가에게서 나타났던 음악형식에 따른 구조 체계나 12음기법 등과

같은 극도의 반음계주의에 의한 음악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다

양성을 띠며 통합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24)

2.작품집의 구성

《야테콕》은 지 까지 총 8권이 출 되었으며 재에도 계속 쓰이

고 있는 작품집이다.먼 총 8권을 출간된 연도에 따라 살펴보면 작품

집 1권부터 4권은 그의 스승이었던 마그다 카르도스(MagdaKardos)25)

23)“TheideaofcomposingGameswassuggestedbychildrenplayingspontaneously,children

forwhomthepianostillmeansatoy.Theyexperimentwithit,caressit,attackit,andrun

theirfingersoverit.Theypileupseeminglydisconnectedsounds,andifthishappensto

arosetheirmusicalinstincttheylookconsciouslyforsomeoftheharmoniesfoundby

chanceandkeeprepeatingthem.Thus,thisseriesdoesnotprovideatutor,nordoesit

simplystandasacollectionofpieces.Itispossiblyforexperimentingandnotforlearning

“toplaythepiano”.Playingisjustplaying.Itrequiresagreatdealoffreedom and

initiativefrom theperformer.Onnoaccountshouldthewrittenimagebetakenseriously

butthewrittenimagemustbetakenextremelyseriouslyasregardsthemusicalprocess,

thequalityofsoundandsilence.Weshouldtrustthepictureoftheprintednotesandletit

exertitsinfluenceuponus.Thegraphicpictureconveysanideaaboutthearrangementin

timeoftheeventhemostfreepieces.Weshouldmakeuseofallthatweknow and

rememberoffreedeclamation,folk-music,parlando-rubato,ofGregorianchant,andofall

thatimprovisationalmusicalpracticehaseverbroughtforth.Letustacklebravelyeventhe

mostdifficulttaskwithoutbeingafraidofmakingmistakes:weshouldtrytocreatevalid

proportions,unityandcontinuityoutofthelongandshortvalues-justforourown

pleasure!”

24)쿠르탁은 안드라스 바르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Vargaed.,GyörgyKurtág,Three

interviewsandLigetiHomages,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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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헌정되었으며 1979년에 출 되었다.그리고 1권부터 4권까지 수록

된 모든 곡에는 작곡연도가 쓰여 있지 않다.반면 5권 이후부터는 시간

간격을 두고 출 되었는데 5권과 6권은 1997년,7권은 2003년,8권은

2010년에 출 되었다.둘째,작품집을 성격 측면에 따라 살펴보면 1권

에는 압도 으로 피아노 교육용 작품이 많이 실려 있다.그러나 교육용

목 의 작품들은 2-3권으로 갈수록 차 어들고 있으며 5권 이후에는

작품집 부분의 곡들이 작곡가의 개인 인 내용과 련되어 있다.26)이

작품들의 목 은 5-8권 작품집에 쓰인 ‘Diary Entriesand Personal

Messages’라는 부제에서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즉 《야테콕》은 쿠르탁

의 개인 일상을 담은 음악 메모 일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셋

째,연주방법에 따라 작품집을 살펴보면 4권과 8권은 두 명의 연주자를

한 곡으로 두 의 피아노를 한 곡이나 한 의 피아노(fourhands)

를 한 연탄곡이 혼합되어 있다.4권과 8권을 제외한 작품집들은 피아

노 솔로(solo)를 한 곡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 으로 1권에는 두

명의 연주자를 한 6개의 연탄곡도 실려 있다.이처럼 《야테콕》은

1979년부터 계속해서 출 되고 있으며 다양한 목 ,편성 등 여러 구성

으로 이루어져 있다.27)

각 권별로 간략히 특징을 살펴보면 1권은 각 장이 A와 B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A와 B로 나 어지지 않은 곡들로 이루

어져 있다.1권의 A부분 은 29곡,B부분은 37곡,이 두 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작품은 7곡이다.A부분은 부분 쿠르탁의 독특한 그래픽 기보법

으로 이루어진 반면 B부분은 기존의 통 인 기보법에 기 하고 있

다.28) 부분의 곡들은 특히 짧고 단순한 곡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쿠르

탁만의 새로운 기보방식을 이해하기 한 교육용 성격의 곡들이 부분

25)마그다 카르도스(MagdaKardos)는 쿠르탁의 피아노 스승으로 그는 14살부터 카르도스에게

피아노를 배웠다.

26) 쿠르탁은 야테콕을 자신의 자 여행서와 같다고 인터뷰에서 언 하 다.Grmela,

“ExploitingMaterialtotheMaximum:PitchStructureandRecallInKurtág'sinstrumental

Music,”p.24.

27)《야테콕》9권이 재 편집 으로 EditioMusicaBudapest에서 출 정에 있다고 한다.

28)A부분은 략 인 음가와 음높이만을 표시한 그래픽 기보법에 의한 곡들로 구성되어 있고 B

부분은 정확한 음가로 자세히 기보된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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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권은 총 43곡으로 1권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2권도 1권과 유사

하게 교육용 성격의 곡들과 그래픽 기보법으로 쓰인 곡들이 주를 이룬

다.그 “HommageàBálintEndre”는 마치 낙서를 한 것 같은 그래

픽 기보로 쓰여 있다.이러한 기보방법은 헝가리 출신의 화가이자 그래

픽 아티스트 던 엔드르 발린트(BálintEndre,1914-1986)와의 련성을

독특한 기보로 표 하고자한 쿠르탁의 의도를 보여 다.이 곡은 정확한

음이 기보되어 있지 않으며 “그려진 그림의 집성의 비례에 따라 다양

한 연주 방식으로 연주하라.”는 지시어에서 볼 수 있듯이 연주자의 다양

한 해석이 작품을 완성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악보Ⅱ-1>HommageàBálintEndre,JátékokII

이와 함께 《야테콕》2권에는 쿠르탁의 극단 인 단순성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실려 있다.그 로 12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두 곡의 “12

Microludes”를 들 수 있다.‘Microludes’라는 용어는 쿠르탁에 의해 새로

이 붙여진 것으로 어의 ‘play’와 유사하게 ‘lude’는 ‘악기를 연주한다.’

는 ‘게임’이라는 의미가 함축된 단어이다.29)각각의 악장들은 하나의

29)Walsh,“Kurtág:OutlineStudy(II),”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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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하나의 음계 등 하나의 아이디어에 을 맞추어 작곡되어 있고 이

는 단순하고 간결한 음악을 추구하는 쿠르탁의 작곡 성향을 가장 잘 보

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각각의 세부악장들은 한 혹은 한 마디의

압축 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12개의 다른 심음을 가지고 작곡되

었다.30)

3권에는 총 40곡이 수록되어 있고 3권은 앞의 두 권과 달리 그래픽

기보법으로 쓰인 곡들이 많이 어들었다. 한 교육용 목 의 표제 작

품은 어들고 헌정 작품이 주를 이 구성 면에서도 앞과 차이를 보인

다.헌정 작품들은 기존의 곡들을 직 인용하거나 헌정한 작곡가들의

작곡기법 작곡양식과의 깊은 연 성을 보여주는 형태를 띤다.그

3권의 마지막 곡인 “12new microludes”는 2권의 “12microludes”와 달

리 세부악장마다 소제목들이 붙은 하나의 헌정 작품집으로 볼 수 있

는데,C장조 음계,반음계 테트라코드,굴뚝 모양31)의 음진행 등 2권에

비해 악장의 구성요소들이 좀 더 확 된 것을 볼 수 있다.

4권은 14곡으로 구성되었고 연탄곡과 두 의 피아노를 한 연주곡

(forpianoduetandtwopianos)으로 구성되어 있다.4권에는 새로이 작

곡한 곡들도 있지만 1-3권에 독주곡으로 작곡되었던 곡을 두 명의 연주

자를 한 곡으로 편곡한 경우도 많다. 컨 “Dirge”는 3권의 독주곡

이었던 “Dirge(2)”의 음악 요소들이 제 1피아노,제 2피아노로 나 어

져 진행되면서 새로이 다른 음악 요소들이 포함된 형태의 곡이다. 한

4권의 “Hommage à Paganini”는 독주곡인 1권의 “Hommage à

Paganini”를 두 명의 연주자가 시간차이를 두고 연주하는 곡이다.3권의

경우와 같이 헌정작품들은 4권의 부분을 차지하는 요한 작품목록이

다.그 “HommageàSoproni”는 나무가 서있는 호숫가에서 느껴지는

시상을 음악으로 표 한 곡으로《TheSayingsofPeterBornemiszaOp.

7》의 텍스트가 인용되었다.

《야테콕》5권은 40곡이 실려 있으며 이 곡들은 1975년부터 1990년

사이에 작곡된 곡들로 부분 연도순으로 실려 있다.쿠르탁은 이때부터

30)Gremela,“ExploitingMaterialtotheMaximum:PitchStructureandRecallInKurtág's

instrumentalMusic,”pp.105-107.

31)쿠르탁은 사선형태로 음정간격이 넓어지거나 음의 개수가 늘어나는 형태의 진행을 굴뚝모양

(funnelshape)으로 지칭하고 그의 음악에서 자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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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음악세계를 작품에 더욱 주 으로 표 하기 시작했다.즉 1-2

권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그래픽 기보법으로 쓰인 작품은 거의 없고,내

면세계 개인 인 친분,메시지의 표 에 주력한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특이하게 5권부터는 마치 여행일기처럼 작곡연도와 장소가 곡 끝

에 표기되어 있다. 한 5권에는 종소리나 팡 를 음향 으로 묘사하

거나 음향덩어리의 움직임을 주로 사용하는 등 음향 요소가 강조되는

작품들이 많이 등장한다.그리고 5권의 “PreludeandChorale”은 쿠르탁

의 기 피아노곡 《Splinters,Op.6d》를 모티 로 작곡된 곡으로,쿠

르탁은 5권에서 이 에 작곡했던 작품들을 《야테콕》의 소재로 활용하

는 방식을 보인다.

6권은 43곡으로 1985년부터 1993년 사이에 작곡되었고 다수의 헌정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헌정작품들 외에도 6권에는 베르세토

(Versetto),찬미가(Hymn)등 이 의 작품집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세 18세기에 사용되었던 형식 장르들에 바탕을 둔 표제들과 리가

투라(Ligatura)등 세시 에 등장한 기보법의 명칭이 표제로 등장한다.

이 작품들은 쿠르탁이 과거의 통 인 장르에도 깊은 심을 가지고 있

으며 이를 직 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 다.특히 베르세토는 베르

수스(verse)를 체하기 한 오르간 작품 혹은 간단한 오르간 즉흥연주

로 쿠르탁은 이 곡을 피아노뿐만 아니라 오르간으로도 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한 6권은 이처럼 통과 깊은 련성을 보여주는 장르들과 조

으로 인 시도를 보이는 작품들이 구성되어 있다.그 한 는

“A HungarianLessonforForeigners”,“Fundamentals(1),(2)”로,이

작품들에서는 새로운 음향 시도의 한 방법으로 인성을 활용하며 피아

노 성부와 연주자의 목소리가 으로 사용되고 있다.

《야테콕》7권은 34곡으로 1994년에서 2002년 사이에 작곡된 곡들

이 실려 있다.7권은 매우 단순화된 단선율 형태로 구성된 작품들과 이

와는 조 으로 “HommageàPierreBoulez”,“Inmemoriam Edison

Denisov”등 극 화된 음역과 악상의 비를 살려 피아노의 음향 효

과를 드러내는 작품 등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6권 이후 쿠르

탁은 《야테콕》에서 보통 2단으로 쓰이는 피아노 악보와 달리 3단,4단

으로 구성된 보표를 사용하고 있다.이는 쿠르탁이 1980년 후반 규



- 17 -

모 기악작품들에서 보여주기 시작한 악기와 악기 사이의 거리 악기의

공간 배치에서 발생하는 음향 비를 피아노 한 로 표 하고자 하

는 의도가 반 된 것이다.7권의 “A Voice in the distance IV”,

“Mártárólmesélekanyámnak”등의 곡들은 2단 이상의 보표의 사용을

통해서 선율과 선율들을 구별해서 기보했고 마치 다른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음향의 차이가 음악 제스처와 함께 표 되도록 의도하 다.32)

한 7권에서는 악기 선택에 한 독특한 지시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쿠르탁은 극단 으로 여린 악상의 곡을 효과 으로 연주하기 해 업라

이트 피아노로 연주할 것을 제안했고,이때 머 러 페달을 사용(Pianino

consupersordino)해 특별한 음향 효과를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8권은 총 16곡으로,4권과 마찬가지로 두 명의 연주자를

한 피아노곡으로 구성된 작품집이다.8권은 기존의 작품들이 편곡되거

나 기존 작품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 요소를 더하여 작곡된 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를 들어 “Beating”은 4권의 같은 표제의 곡을 간소화

한 형태이며 “A QuietFarewelltoEndreSzékely”는 6권의 독주곡을

두 명의 연주자를 한 작품으로 편곡한 곡이다.그리고 “Study to

Höderlin”와 다른 버 의 “Dirge”는 4권과 8권에서 연탄곡과 2 를

한 피아노 곡으로 두 번 실려 있는데,이때 4권과 8권의 곡들은 피아

노 연주자들의 역할이 바 어 있거나 조가 바 차이 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8권에는 4곡의 “Flowerweare...” 련 곡들이 있는데,첫

곡 “Flowers we are...[embracing sounds]”는 1권의 “Flowers we

are...(1b)”를 두 명의 연주자가 나 어서 손을 엇갈려 연주하도록 편곡되

었다.이 곡은 쿠르탁이 그의 아내 마르타 쿠르탁과 항상 연주회의 첫

순서로 연주하는 작품이기도 하다.같은 시리즈 작품 하나인

“Flowersweare...forMiyako”는 “Flowersweare...[aliomodo]for

Miyako”곡과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트만 바 상태로 실려 있다.

32)Bjerkern,“PoeticFragments:GyörgyKurtág'sJátékokforPiano,”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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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집

연주형

태
곡수

작곡

연도

출

연도
특징

Ⅰ

독주곡,

6곡의

연탄곡

A-29,

B-37,

그 외

7곡

미기

입

1979

A,B부분으로 나 어 구성,연습곡

성격의 곡들이 주를 이룸.그래픽

기보법을 주로 사용.

Ⅱ 독주곡 43곡
미기

입

1권과 기보법의 사용이나 작품의

성격 내용에 있어서 비슷한 경

향을 보임.

Ⅲ 독주곡 40곡
미기

입
헌정곡들이 부분을 차지.

Ⅳ

두 의

피아노

를 한

곡,

연탄곡

14곡
미기

입

이 작품이나 독주곡을 두 명의

연주자를 한 곡으로 편곡한 곡들

이 실림.

별도의 마디선이 없는 경우가 많아

두 연주자가 함께 연주하는데 있어

서 우연 요소 즉흥 측면이

나타남.

Ⅴ 독주곡 40곡
1975-

1990

1997

연도순을 기 으로 악보 편집에서

약간의 유동성이 보임.팡 ,종

소리 등의 음향효과를 묘사한 작품

들이 등장.

Ⅵ 독주곡 43곡
1985-

1993

베르세토(Versetto),찬미가(Hymn)

등 이 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장르

들을 표제에 사용,베르세토 곡은

오르간으로 연주 가능.인성을 피아

노 성부와 결합시켜 새로운 음향을

추구한 작품이 등장.독특한 보표

구성에 의한 작품들이 보임.

Ⅶ 독주곡 34곡
1994-

2002
2003

긴 음가의 단선율 형태의 지속음으

로 이루어진 곡들과 두꺼운 화음의

음역 의 비가 주를 이루는 곡

등 다양한 경향의 작품으로 구성,

업라이트 피아노의 머 러 페달을

이용해 극단 인 여린 악상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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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제안.

Ⅷ

두 의

피아노

를 한

곡,

연탄곡

16곡
미기

입
2010

“flowerweare...”시리즈 곡들이

여러 개 등장,이 곡들을 편곡한

형태의 곡이 다수를 이룸.

<표Ⅱ-1>《야테콕》작품집의 구성

3.작품집의 특징 요소

3.1.작품집의 다양한 구성과 편집 연주방식

피아노 작품집《야테콕》은 작품의 수가 략 300여개에 이르는 방

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야테콕》의 개별 악곡들은 한 마디 혹은

한 로 구성된 단선율 음악에서부터 두 의 피아노를 한 작품에 이

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바르톡의 《미크로코스모스》가

작품의 난이도에 따른 구성되었던 것과 달리 이 작품집은 략 으로 작

품이 쓰인 시기에 따라 작품집이 출 되었다.《야테콕》1권부터 4권은

1979년에 출 되었고 개별악곡의 정확한 작곡 연도를 알 수 없지만 작품

집의 개별 악곡들은 략 연도순으로 분류되어 있다.1권에서 4권의 곡

들은 완벽히 시간 순서별로 구성되어 있다기보다는 작품의 내용에

을 두었는데,쿠르탁과 그의 아내는 작품을 느린 곡과 빠른 곡을 히

배열하여 다양성과 균형을 이루도록 직 편집하 다.33)반면 5권부터 8

권의 모든 곡에는 작곡 연도가 쓰여 있으며 8권으로 갈수록 가장 최근의

작품들로 편집되었다.

이러한 모음곡집의 많은 수의 작품들은 실제 무 에서 어떻게 함

께 연주되느냐에 따라 음악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야테콕》의 짧고

다양한 작품들은 함께 연주되면서 이질성을 통해 음악 긴장감을 유발

시키고 여러 곡들이 하나의 구성단 로 묶임으로써 효과가 더 늘어나게

된다.34)특별히 쿠르탁은 연주회용 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을 매우 요

33)이는 2013년 8월 31일 《야테콕》을 녹음한 피아노 연주자인 로날드 카바 (RonaldCavaye)

가 쿠르탁에게 보낸 서면 질문의 답을 해 성사된 화인터뷰에서 이루어진 내용이다.

34)RichardStevenArgosh,“NineShortPieces:BrevityinthemusicofBeethoven,Web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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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생각했는데 그는 이것을 ‘작곡된 로그램 혹은 로그램 작곡

(composedprogram,auskomponiertenProgramm)’35)이라는 용어로 설명

한다.즉 쿠르탁은 연주자가 《야테콕》의 연주 퍼토리를 선정하고 개

별악곡을 새롭게 배열하는 것을 하나의 작곡과정으로 여기고 ‘로그램

작곡(composedprogram)’이라 불 다.1980년 이후로 쿠르탁 부부는

연주의 시작과 끝을 “Flowers we are...[embracing sound]”와

“HommageàFarkasFerenc2”로 정해놓고 그 사이에 《야테콕》과 바

흐 코랄 편곡작품들을 연주하 다.그는 하나의 큰 작품집처럼 연주하고

자 단되지 않는 로그램을 통해 개별악곡들이 마치 큰 작품집의 세부

악장처럼 들리도록 의도하 으며 이러한 연주방식은 쿠르탁 부부의 ‘작

곡된 로그램(composedprogram)’이 되었다.36)1988년 이래로 쿠르탁

이 직 《야테콕》을 연주한 공연에서는 항상 이러한 로그램 작곡 방

식으로 연주회가 구성되었다.그러나 쿠르탁은 연주자가 연주 순서를 정

하는 것을 반드시 정해진 순서나 방법을 따를 필요는 없고 연주시 각각

의 연주자의 음악 인 선택에 따라 곡을 선정하고 배열하도록 권장한다.

3.2.음악 스 치북 아이디어 장소

《야테콕》은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교육용 목 에서 시작되었던

작품이다.그러나 작품집 후반으로 갈수록 악곡들은 작곡가의 개인 인

내용을 음악으로 담아내며 순간 인 음악 아이디어를 모아놓은 음악

메모와 같은 특징을 띤다.《야테콕》의 개별악곡들은 짧게는 1-2마디,

길게는 1-2장을 넘지 않는 짧고 간결한 구성 형태로,이러한 특성은

andKurtág,”(Ph.D.Diss.,PrincetonUniversity,1991),pp.4-7.

35)쿠르탁은 음악을 작곡하듯이 그의 음악회를 ‘작곡’하려고 하 다.쿠르탁이 사용했던 단어인

‘작곡된 로그램 혹은 로그램작곡(auskomponiertenProgramm)’이란 새로운 작품을 작곡할

때 음악회의 로그램의 구성을 해 기존의 작품들을 음악회 편성에 맞게 새롭게 편곡하거나

배열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StefanFricke,FriedrichSpangemacher,Komponistender

Gegenwart,12/98p.14.조은화,“GyörgyKurtág에 나타난 음소재의 체계 활용에 한 고

찰,”(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2004),p.10.재인용.

36)ECM에서 발행한 1997년 쿠르탁의 《야테콕》 연주 CD에서도 이러한 순서를 찾아볼 수 있는

데 씨디는 “Floewersweare...[embracingsound]”로 시작하여 “HommageàFarkasFerenc2”

로 끝내는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화성 인 계속성을 고려하여 그 간에 쿠르탁이 작곡한 바

하의 코랄 편곡작품들을 선정하여 연주하 다.Willson,“Kurtág:JátékokbyMártaKurtág;

GyörgyKurtág,”Tempo,NewSeries,No.204(Apr.,1998),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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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테콕》이 쿠르탁의 단편 음악 착상을 어둔 스 치,메모 혹은

스 치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 일

정한 규칙 없이 산발 으로 등장하는 자유로운 작품들의 배열 형태는 흩

어진 작곡가의 생각이 자유롭게 힌 듯한 모습을 보여 다.이처럼 쿠

르탁의 음악 스 치 성격을 띠고 있는 《야테콕》의 개별 악곡들은

《야테콕》 이후에 작곡된 작품들의 음악 재료로써 직·간 으로 인

용되어 후기 작품에 반 되고 있다.실내악 작품《Offium Breve,Op.2

8》는 엔드르 스제르반스키(EndreSzervánsky,1911-1977)를 한 헌정

작품인 데서 유추할 수 있듯이 《야테콕》3권의 “Hommage à

Szervánsky”가 3악장과 12악장에서 다시 사용되었다.그리고 1,8,13악

장에서는 《야테콕》 1권의 “Flowersweare...”이 작품의 로 사용되

었고 11악장은 《야테콕》5권의 “Inmemoriam György Szoltsányi”를

바탕으로 작곡되었다.37)

규모 편성의 앙상블 곡들에서도 《야테콕》에 실린 작품들이 작품

의 재료로 사용되었다.그 로 《Stele,Op.33》은 형 오 스트라를

한 작품으로 《야테콕》에 실린 “PrefacetoaBálintExhibition”,“In

memoriam AndrásMihály”등의 곡들이 《Stele,Op.33》에서 인용된

다.특히 3악장은 《야테콕》 6권의 “Inmemoriam AndrásMihály”의

주제선율,형식 그리고 화성진행을 음악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38)

한 앙상블 작품인 《MessagesforOrchestra,Op.34》,《Trepezzifor

violin and pianoforte》(1979),《Signs,Games,and Messages for

stringinstruments》에서는 《야테콕》4권의 “A Voiceinthedistance”

가 작곡의 기본 재료로써 이용되었다.마지막으로 《야테콕》5권의

“Chorale”의 느린 움직임과 여러 음으로 구성된 화음들의 진행은

《DoubleConcerto,Op.27,No.2》의 가 되었다.이때 화음의 구성

음들은 다양한 악기들의 오 스트라 편성에 따라 나 어 연주되며 이로

인해 피아노 작품과 악 작품의 서로 다른 음향 효과가 독특하게

나타나게 된다.

37)Grmela,“RecallandRepetitioninSomeWorksbyKurtág,”pp.375-377.

38)3악장의 오 스트 이션은 바르톡의 오페라 Bluebeard'sCastle의 TheSixthDoor:Wellof

Tears에서 향을 받아 작곡되었다.MikaPelo,“AnAnalysisoftheThirdMovementof

GyörgyKurtág'sStele,”(Ph.D.Diss.,ColumbiaUniversity,2009),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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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음악 스 치의 역할을 하는 《야테콕》의 특성은 작품집

체에 걸쳐 일 성이 드러나지 않고 작곡가의 일상이 작품이 되는 새로

운 작품 개념의 변화를 보여 다.즉 일상생활에서의 스 치가 음악 재

료로 사용되고 이로 인해 작곡가는 작곡을 할 때 하나의 걸작품을 만들

기 해 의도 으로 치 하게 작곡한 것이 아니라 작곡가의 일상이 곧

음악이 될 수 있도록 작곡한 것이다.

3.3.그래픽 기보법(제스처 이미지)

《야테콕》은 쿠르탁만의 독특한 그래픽 악보에 바탕을 둔 작품들이

큰 비 을 차지한다.1950년 이후 음악 양식의 변화와 함께 기보법도

통 양식에서 벗어나는 격한 변화를 보 는데 이러한 독특한 형태

의 악보들은 작품의 음악 특성과 함께 작곡가의 의도나 사상을 달해

주는 역할을 하 다.이러한 그래픽 기보법은 아방가르드 사상이 정

을 이루었던 1950,60년 작품에서 많이 나타났고 다양한 클러스터 기

법들은 새로운 기보법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39)

쿠르탁은 그림처럼 보이는 그래픽 악보40)와 음표의 머리 부분을 확

시켜 기보한 클러스터,물결처럼 보이는 리산도,템포변화의 표 등

을 해 그만의 새로운 기보법을 추구하 다.그의 기보법은 몰튼 펠트

만(MoltonFeldman,1926-1987),존 이지(JohnCage,1912-1992)등의

동시 아방가르드 작곡가들의 기보법과는 매우 다르다.그의 기보법은

추상 이고 그래픽 이지만 이를 통 인 기보법과 혼용하 고 다양한

그래픽 기보법을 통해 개인 이고 자서 인 감을 표 하 다.41)

이처럼 《야테콕》에 나타난 쿠르탁의 그래픽 기보법은 음정이나 이

에 기보에서 사용되던 표시들 신 소리를 떠올릴 수 있는 음악의 이

미지를 직 으로 제시한다.작품들은 악상의 지시가 부족하고 타이

이나 박자표시에서 리듬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주자에

39)오희숙,『20세기 음악 1역사·미학』,pp.255-260.

40)Ⅲ장의 야테콕 작품의 구성부분의 “HommageàBálintEndre”의 악보를 참고하시오.

41)Tim Johnson,“CommunicationandExperience:SomeObservationsontheRelationship

betweenComposerandPerformerinJátékok,”StudiaMusicologicaAcdemiaeScientiarum

Hungaricae,T.43,Fasc.3/4(2002),pp.28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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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복합 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한 쿠르탁은 이러한 기보법을 토 로 자신의 감정과 음악 아이

디어를 작품에서 표 하기 해 언어,기억,감정을 상징하는 음들의 집

합인 음악 제스처들을 사용하 다.악보에서 나타나는 음악 제스처

들은 음악 의미를 불러일으키기 해 연주자가 개하는 신체 제스

처42)와 결합되며 이를 통해 작품은 음악 으로 완성된다.43)이처럼 악보

에서 직 으로 제시되는 음악 제스처들이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것

이다.다시 말해 《야테콕》에서 나타나는 그래픽 기보법은 작품의 다양

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제스처 이미지를 불러일으켜 이 작품집의

‘수수께끼 성격’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4.오 제 트루베(objettrouvé)-단순한 작곡방식

쿠르탁은 《야테콕》에서 단순하고 편 인 요소의 사용들을 사용

하여 함축 이고 간결한 음악을 만들어낸다.작품들은 단순한 음악 재

료를 토 로 작곡되었는데 이러한 음악 재료들은 극도로 단순한 《야

테콕》의 개별악곡들에서 곡을 지배하는 기본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작곡 기법 특징은 ‘오 제 트루베(objettrouvé)’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이는 마르셀 뒤샹(MarcelDuchamp,1887-1968)

이 미술 분야에서 아방가르드의 새로운 개념으로 기존의 사물들을 술

로 끌어들인 형태를 말한다.다시 말해 오 제 트루베는 술가 자신이

직 만들지 않은 기성품을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방식의 술형

태로 원래의 기능과 맥락에서 벗어나 새롭게 술 인 상징성을 부여하

는 것이다.44)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음악에서 사용된 ‘오 제 트루

베’는 하나의 음,음계,단순한 음정 3화음,음의 진행형태45), 칭구

42)이러한 신체 제스처는 《야테콕》에서 음악 요소를 완성시키기 한 필수 요소로 사용된

다.

43)Bjerkern,“PoeticFragments:GyörgyKurtág'sJátékokforPiano,”pp.7-8.

44)오희숙 『20세기 음악 1역사·미학』(서울:심설당,2004),pp.464-471.참조.

45)굴뚝 모양의 음진행,inandoutform(음들의 진행 형태),3화음의 사용, 칭 음들의 구성

등은 쿠르탁이 여러 작품들에서 공통 으로 사용한 작곡 방식으로 볼 수 있다.Grmela,

"ExploitingMaterialtotheMaximum:PitchStructureandRecallInKurtág'sinstrumental

Music,"pp.1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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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르의 형식 특징 등 이 부터 존재해왔던 기본 이고 단순한 음

악 요소들을 의미한다.이러한 음악 요소들이 쿠르탁의 작품 안에서

사용됨으로써 음악 으로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 제 트루

베’이자 ‘디메이드 아트(ready-madeart)’인 것이다.

이런 작곡방식은 쿠르탁이 지속 으로 사용하 던 방식으로 그는

《야테콕》에 한 인터뷰에서 ‘objettrouvé’라는 용어를 직 거론했다.

쿠르탁은 “작곡가들은 《야테콕》같은 작품을 만들기 해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거의 없다.일상생활에 존재하는 돌이나 골조들에 새로운

술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조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나는 이런 유형의

음악을 ‘오 제 트루베’라고 부르겠다.”고 밝혔다.46)그는 음악 요소들

은 작곡가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닌 작곡가가 발견하는 것이라 생각했

고,매우 단순하고 기본 인 형태의 음악 재료들을 통해 작곡의 가능

성을 발견하는 데 몰두하 다.47)

‘오 제 트루베’에 의한 작곡방식은 쿠르탁의 작품들이 단순해지기

시작한 1970년 부터 나타나며 《야테콕》에는 이러한 그의 독특한 작곡

양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48)《야테콕》에서 작품의 요한 모티 로 사

용된 음악요소들은 단순 음형 기본 음악요소( 를 들어 3화음,하

나의 음,음계 등),기존 장르들의 형식 특징들이며,‘오 제 트루베’를

통해 작곡된 편 이고 단순한 형태의 작품들이 《야테콕》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쿠르탁 자신의 작품목록에서 기의 작품들이 그 이후 작

품들에서 기본 소재로 사용되는 것 역시 다른 형태의 ‘오 제 트루

베’로 볼 수 있다.쿠르탁의 기존 작품들은 새로운 작품을 작곡할 때 음

46) Grmela,“ExploitingMaterialtotheMaximum:PitchStructureandRecallInKurtág's

instrumentalMusic,”pp.105-106.재인용.

47) ibid., pp.104-106.

48)그 로 《야테콕》의 “12Microlude”는 극단 인 간결성을 가진 악장들로 구성된 작품으로

세부 악장들은 음하나,하나의 음계 등 기존 재료들이 작품을 구성하게 되는,즉 오 제 트루

베 개념에 의해 작곡된 작품이다.그리고 “PreludeandWaltzinC”는 작품의 기본 구성요소

로 항상 존재해왔던 요소인 C음을 사용,이것이 작품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된다고 하

다. 한 “Sarabande”,"Waltz”등의 작품에서 기존 장르들은 장르의 형식 특징을 최소한으

로 남기고 이를 작품의 로 삼아 쿠르탁만의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음악 내용을 만들어

낸다.Wilson,Ligeti,Kurtág,andHungarianmusicduringtheColdWar,pp.152-155.,

Grmela, 의 ,pp.104-10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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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로 이용되어 작품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 음악 재료가 실제로 작곡에 활용되는 방식은 약간의 변형을 수반하

는 경우도 있고 그 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Ⅲ.2.1.(2)장에서 언 했던

것처럼 《야테콕》은 쿠르탁의 ‘아이디어 장소’이자 ‘음악스 치북’으로

서 후기 작품의 요한 모티 로 사용되는 쿠르탁의 작품들은 부분

《야테콕》에 바탕을 두고 있다.즉 《야테콕》의 개별 악곡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음악 요소를 활용하는 ‘오 제 트루베’방식으로 작곡되는 동

시에 다른 작품들의 음악 모태가 됨으로써 ‘오 제 트루베’가 되는 이

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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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곡명 작품이나 헌정인들의 특징 측면

Ⅰ

HommageàVerdi
“Caronomecheilmiocor”에서 나타

나는 소 라노의 화려한 도약.

HommageàBartok 칭 성격.

HommageàBeethoven

긴 지속음 형태의 클러스터와 그 길이

를 채우는 8분음표로 구성,8분음표는

5+4+3+2+1의 형태로 감소.

HommageàLigeti
클러스터로 연주되는 성부들이 층을

이루고 변화.

Hommage à

Tchaikovsky

차이코 스키 피아노 주곡 1번을 인

용

Hommage à Eötvös

Peter

헝가리 지휘자이자 작곡가,쿠르탁의 동료,

칭이론에 바탕을 둔 작품.

HommageàPaganini "Lacampanella"의 새로운 해석.

Ⅱ Hommage à Bálint

Endre

헝가리 출신의 화가이자 그래픽 아티

스트,발란트 앙드 의 독특한 그래픽

Ⅳ.《Játékok》 작품 분석

1.표제 측면에서의 연구

1.1.헌정용 표제작품

《야테콕》은 Ⅲ장에서 언 했던 것처럼 그의 음악 아이디어 뿐

아니라 쿠르탁의 일기처럼 개인 인 세계가 투 된 장소이다.쿠르탁은

자신의 “기억(memory)”을 작곡의 소재로 많이 활용하 고 《야테콕》에

는 “Hommage”,“In memoriam”등의 표제로 시작되는 헌정작품들이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쿠르탁의 표제작품들은 부분 작곡가,친구

에 한 헌정작품의 성격을 가지는데 그 상은 베르디,베토벤,차이코

스키,슈베르트,바르톡 등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작곡가들에서부터 그

와 동시 작곡가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 쿠르탁은 그의 친구들

이나 스승,동시 작곡가들의 죽음을 추모하 다.49)

다음의 표는 《야테콕》에 실린 헌정작품들의 목록이다.

49) Wilson,"Kurtág,Gyö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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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HommageàJeney

(Phonenumbersofour

lovedones1)

신음악 스튜디오 멤버 던 졸탄 제니

(Zoltán Jeney,1943-)를 한 헌정작

품,숫자를 나타내는 8분음표들을 통해

화번호를 상징.

HommageàVidovszky

(Phonenumbersofour

lovedones2)

쿠르탁의 음악 동료 던 헝가리 출

신의 작곡가이자 연주자 라슬로 비도

스키(László Vidovszky)를 한 헌

정작품.

Hommage à Szunyogh

Balázs

“Nem fontos”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착

안.

HommageàKodály
코다이의 “MikoronDavid”에서 아이디

어를 착안.

HommageàPappLaci

헝가리의 유명한 권투선수 라치

(PappLaci)의 스탭과 움직임을 주먹으

로 연주하는 클러스터로 표 .

HommageàKabalevsky
러시아 작곡가인 카발 스키를 한

헌정작품.

In Remembrance of

MagdaSzávai

마그다 스자바이(MagdaSzávai)를 추

모작품.

In memoriam Hermann

Alice

헝가리 정신분석가,헤르만 엘리스의 추모

작품.

HommageàKadosa

(12Microludes)

쿠르탁의 리스트음악원 시 피아노

스승이었던 팔 카도사(PálKadosa)를

한 헌정작품,극단 단순성을 바탕

으로 작곡된 작품.

Ⅲ

Hommage à Ránki

György
헝가리 작곡가인 조지 랭키를 한 헌정곡.

HommageàZenon

그리스 철학자인 제논을 한 헌정작

품,제논의 논증법인 <아킬 스와 거북

이의 역설(Achillesandthetortoise)>

이 부제.

HommageàSchubert
코드들의 단순한 리듬에 의한 진행이

특징.

HommageàPetrovics
작곡가인 에 페트로빅(1930-)을 한

헌정작품.단선율의 지속음들이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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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형태로 곡을 구성.

Hommage à Farkas

Ferenc(2),(3),(4)

헝가리 작곡가로 리스트 음악원의 교

수이자 쿠르탁의 작곡 스승,헝가리 민

속음악 요소와 련된 작품들.

Hommage à

Moussorgsky

양손에서 연주되는 화음들이 강한 울

림을 형성,악상의 조를 통한 화음의

진행.

Hommage à

Szerbánszky

헝가리 작곡가,그의 “Serenade for

strings”에서 착안한 쿠르탁의 재작곡

형태의 작품,베베른과의 연 성 보여

스제르반스키의 특징이 표 .

Hommage à Christian

Wolff(Half-asleep)

크리스티안 볼 의 “Burdocks”에서 차

용한 즉흥연주를 한 개념을 사용한

작품.

HommageàDomenico

Scarlatti

스카를라티의 멜로디,기교 인 건반음

악 작곡에서 향을 받은 헌정작품.

Hommage à Borsody

László(Harmonica)

쿠르탁이 즐겨 사용하 던 3화음의 사

용이 곡의 기본 요소를 이루는 작품,3

화음의 순차진행을 통해 부제인 하모

니카의 특징 표 .

HommageàVerèse

바르톡,코다이 후세 의 표 인 헝

가리 작곡가,쿠르탁의 리스트 음악원

시 작곡 스승.

Hommage à Kurtág

Márta

부인을 한 작품,곡의 진행방식이

“....andoncemore:FlowersWeAre”

와 비슷.

Hommage à Szabó

Ferenc

12new microlude의 세부악장 역할의

곡들.(동시 와 이 시 작곡가들에

게 헌정한 곡들)

Hommage à Mihály

András

HommageàJ.S.B.

Hommage à

Stockhausen

Ⅳ
HommageàStravinsky

(Bells)

스트라빈스키의 “LesNoces"의 끝부분

에서 착안.

Hommage à Sáry 헝가리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신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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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ászló(DotandSpot)

스튜디오 멤버 던 음악 동료인 라

슬로 세리(SáryLászló,1940-)를 한

헌정작품.

HommageàHalmágyi

Mihály

헝가리 민요음악 연주자,미하일 할마

기(Halmágyi

Mihály)의 향을 받아 작곡,음악은

침발롬을 연상시키는 베이스와 빠른

트 몰로가 특징.

HommageàSoproni

(in memoriam matris

carissimae)

조세 소 로니(JózsefSoproni)헌정

작품, 《The Sayings Peter

Bornemisza,op.7》의 텍스트가 인용,

나무가 서있는 호숫가의 인상을 음악

으로 표 .

HommageàPaganini
독주곡인 1권의 HommageàPaganini

를 두 연주자가 시간차를 두고 연주.

Ⅴ

Grassblades

in memory of Klára

Martyn

클 어 마틴을 한 추모곡.

Liketheflowersofthe

field... In memoriam

LigetiIlona

일로나 리게티(Ilona Ligeti,리게티의

어머니)추모곡,헝가리어로 된 부제는

《TheSayingsofPéterBornemisza,

Op.7》에서 발췌.

In memoriam György

Kósa

헝가리 작곡가이자 음악 동료인 조

지 코사를 한 추모곡.

Organ and bells in

memory of Doctor

LászlóDobszay

헝가리 음악학자이자 신음악 스튜디오

동료 던 라슬로 도 자이(1935-)를

한 추모곡.

In memoriam Erna

Czövek

헝가리 피아노 페다고그 던 에르네

체벡(ErnaCzövek)을 한 추모곡.

3inmemoriam

세 개의 개별곡으로 구성된 작품,

이 “In memoriam György

Szoltsányi"는 《Offium Breve,Op.2

8》의 재료로 사용.

Ⅵ

MarinaTsvetayeva:It's

time

쿠르탁에게 많은 향을 끼쳤던 러시

아 시인이자 《SongsofDespai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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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emoriam Mátyás

Triznya

Sorrow, Op. 18》에 사용된 시인

MarianaTsvetayeva의 작품에 토 .

In Memoriam Pál

Járdányi

헝가리 작곡가 민족음악학자 팔 자

르다니를 한 추모곡.

In memoriam Tibor

Szeszler

티보 제슬러를 한 추모곡,오른손의

단순한 형태의 단선율들이 왼손에서

합쳐지는 형태.

ToStefániaMándy

In memoriam Béla

Tábor

단선율의 함축 의미가 담긴 작품.

In memoriam Lajos

Vass

헝가리 극장 련 문가 던 라요스

바스(LajosVass)를 한 추모곡.

Lendvai Ernö in

memoriam,

OnemorewordtoErnő

Lendvai

이론가 던 랜드바이를 한 추모곡,

단 3도를 축으로 칭 구성.

In memoriam Dr.

GyörgyNádor

조지 나도르를 한 추모곡,도약이 많

은 단선율.

Humble regard sur

OliverMessiaen
메시앙을 한 추모곡.

In memoriam András

Mihály

헝가리 작곡가,헝가리 쳄버 앙상블을

설립한 쿠르탁의 음악 동료 던 안

드라스 미하일의 추모곡.

Ⅶ

Inmemoriam

WitoldLutoslawski

폴란드의 작곡가,그의 죽음 이후 쿠르

탁이 헌정.

SzunyoghIstván

i n

memoriam

유니즌으로 진행되는 지속음들의 진행.

Hommage à Farkas

Ferenc90

헝가리 작곡가로 리스트 음악원의 교

수인 FakasFerenc의 90세 생일을 축

하하기 한 작품.

Hommage à Gösta

Neuwirth60

오스트리아 작곡가 음악학자.괴스

타 노이에뷔르크의 60세 생일을 축하

하는 헌정작품.

In memoriam Edison

Denisov

러시아 작곡가인 에디슨 데니소 의

죽음을 추모하는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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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mage à Berényi

Ferenc70

유명 헝가리 화가인 베 니 페 츠의

70세 생일의 헌정작품.

Hommage à Rozsnyai

Mária

마리아 로즈나이를 한 헌정작품,많

은 쉼표들이 등장,오른손 최상성부는

동음반복되고 왼손이 단선율을 연주하

는 형태.

In memoriam Ilona

Rozsnyai

일로나 로즈나이를 한 추모작품,단

선율로 진행되는 오른손,왼손의 긴

이즈들로 구성됨.양손의 이즈는

항상 어 남.

In memoriam Anatol

Vieru

루마니아 출신의 작곡가이자 음악이론

가,집합이론을 자기 나름 로 다시 체

계화,헌정곡은 매우 짧고 간단한 형태

로 이루어짐.

Hommageà

HannyBrunner-Pohl

양손의 긴 지속음들이 반진행 는 사

진행의 형태로 나타나는 곡.

In memoriam Attila

Bozay

헝가리 작곡가이자 그의 동료,페다고

지 작품을 작곡한 아틸라 보자이를

한 추모곡.

Hommage à Beatrice

Stein

화음과 이를 꾸미는 꾸 음들의 진행

으로 구성된 작품.

Hommage à Pierre

Boulez

총렬주의 음악작곡가인 피에르 블 즈

의 작곡양식에 착안.

Johan van derKeuken

inmemoriam

네덜란드 작가이자 사진가인 요한 반

데르 쿠이 의 죽음을 추모한 작품.

Ⅷ

HommageàJ.S.B.

바흐 헌정작품,3권과는 빠른 음형의

진행과 즉흥 성격의 측면에서 유사

을 발견.

In Memoriam Sebők

György

헝가리 유명 피아니스트인 조지 쉐박

를 한 추모곡.

<표Ⅳ-1>헌정용 표제작품들의 목록

<표 Ⅳ-1>에서 살펴 본 것처럼 쿠르탁은 헌정 성격의 작품들을

작곡할 때 다양한 작곡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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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야테콕》에는 기존 작품이나 장르의 재료 특성에서 작곡

의 재료를 가져오거나 헌정한 작곡가들의 양식을 모방하는 형태의 작품

이 있다. 표 인 로 “HommageàJ.S.B.”,“Fugitivethoughts

aboutAlbertiBass”등이 있는데 먼 “HommageàJ.S.B.”는 바흐

류드 작곡 양식에서 착안한 쿠르탁의 작곡기법을 살펴볼 수 있고

“FugitivethoughtsaboutAlbertiBass”는 고 시 의 피아노 연주기법

하나인 알베르티 베이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변형을 보여주는 작품이

다. 한 헌정된 작곡가들의 작곡양식이 쿠르탁의 작곡에 바탕이 된 곡

으로 “HommageàChristianWolff”,“HommageàScarlatti”등을 들

수 있다.우선 “Hommage à Christian Wolff”에서는 볼 (Christian

Wolff)의 “Burdlocks”에서 차용된 즉흥연주의 개념을 사용하 고

“HommageàScarlatti”는 경쾌한 춤곡을 연상시키는 스카를라티의 작곡

양식에서 향을 받아 빠른 선율 패시지와 큰 음정 도약이 나타난다.50)

둘째,쿠르탁은 헌정용 작품에서 자신이 헌정한 작곡가의 작품을 직

인용하는데 이때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분에 해 반 로 혹은 비틀

어 작곡하여 자신이 헌정한 작곡가의 작품에 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

다.가령 “HommageàTchaikovsky”를 살펴보면 쿠르탁은 후기 낭만주

의의 화려한 쇼맨십이나 기교에 한 풍자 인 해석을 보여주는데,화려

한 테크닉은 어느 정도의 우연성을 가진 클러스터로 체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우발 인 면을 보여 다.51) 한 “Lafilleauxcheveuxdelin-

enragée”는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18)의 “La fille aux

cheveuxdelin”을 인용하여 작곡된 작품이지만 쿠르탁은 악상이나 텍스

처 구성에서 드뷔시의 원작품을 모두 반 로 재해석하 다.이는 연주자

에게 작곡가가 작품을 작곡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첨가된 풍자 요소나

음악 아이러니를 연주자의 상상력과 해석에 따라 연주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 다.이 외에도 “HommageàStravinsky”는 스트라빈스키의

“Lesnoces”의 마지막 부분의 종소리를 인용하여 작곡하 는데 곡의

체 인 모습에서 쿠르탁만의 스타일이 드러나고 있다.“Hommage à

Szerbánszky”는 스제르반스키의 《Serenadeforstrings》를 인용하여

50)KatharinaWeber,GyörgyKurtág,Játékok,ECM Records.1997.CompactDisc.

51)Johnson,“CommunicationandExperience:SomeObservationsontheRelationshipbetween

ComposerandPerformerinJátékok,”pp.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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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작곡한 곡이다.이 곡은 이후《Stringquartet,Op.28》에 사용되

었는데 이는 쿠르탁이 기존 작품을 활용하여 후기 작품의 로 사용

하는 그의 작곡기법 특징을 보여 다.52)

마지막으로 《야테콕》에는 작곡이론가의 이론에 따라 작품을 만들

어 그 이론가를 헌정하는 형태의 헌정작품들이 있다.에르뇌 랜드바이

(ErnőLendvai,1925-1993)는 칭형식 심축 이론을 주장한 이론가

로 쿠르탁은 랜드바이를 한 헌정작품에서 그의 이론을 바탕으로 작품

을 작곡하 다.53) 표 인 로는 “OnemorewordtoErnőLendvai”,

“HommageàBartók” “HommageàEötvösPéter”등을 들 수 있다.

“OnemorewordtoErnőLendvai”에서는 화성이나 주제 발 에 있어서

칭 구조 심축 이론이 바탕이 되고 있으며 칭형식은

“HommageàBartók”,“HommageàEötvösPéter”에서도 곡을 이루는

주요 요소로 사용되었다.

Ⅳ.1장에서는 이러한 헌정 작품의 작곡방식에 따른 표 작품들을

토 로 쿠르탁이 헌정 작품에서 그의 음악어법을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HommageàJ.S.B.,JátékokIII

쿠르탁은 작곡가 바흐를 존경하 고 그의 작곡기법에 많은 향을

받았다.바르가(BálintAndrásVarga)와의 인터뷰에서 쿠르탁은 바흐의

음악이 하나의 단순한 음악 요소에서 시작하여 주어진 재료의 다양한 활

용을 통해 여러 방향으로 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다고 하

다.54)쿠르탁은 이러한 바흐의 향을 받아 최소한의 재료를 가지고 다

양한 작품을 작곡하 다.가장 표 인 로 “HommageàJ.S.B.”가

실린 “12new microlude”는 다장조 음계,테트라코드,온음계 클러스

52)Grmela,“RecallandRepetitioninSomeWorksbyKurtag,”pp.372-376.

53) 쿠르탁은 바르톡에게 큰 음악 감을 받았는데,그는 《TheSayingsofPéterBornemisza,

Op.7》의 자필악보에 에르뇌 랜드바이의 분석이론인 황 비율 심축 이론을 바탕으로 바

르톡의 여러 작품들을 분석해놓았다. 한 쿠르탁은 《야테콕》이외의 작품에서도 랜드바이의

이론을 용하여 작곡하고 있는데 표 인 작품으로 《SamuelBeckett,WhatistheWord,

Op.30b》를 들 수 있다.

54)Vargaed.,GyörgyKurtág,ThreeinterviewsandLigetiHomages,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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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등 기본이 되는 음악 요소(‘오 제 트루베’)들 하나가 각 곡 안

에서 주된 음악 동기로 사용되는 곡이다.55)“12new microlude”는 C

음부터 시작해서 반음계를 아우르는 모든 음들이 각 곡의 심음이 되는

작품으로 총 12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각각의 곡들이 구조 연 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곡의 구성방식 곡의 배열순서는 바흐의

향으로 볼 수 있다.56)

“12new microlude”의 11번 “HommageàJ.S.B.”는 바흐 평균율

류드57)의 작곡기법을 사용하 다.그 에서도 바흐의 “Prelude

andFugueNo.21inB♭major,BWV 866” 류드의 작품기법을

따르고 있는데,이 작품의 동기는 크게 아르페지오 분산화음 형태와 32

분음표로 빠르고 화려하게 연주하는 단선율로 볼 수 있다.

55)Gremela,“ExploitingMaterialtotheMaximum:PitchStructureandRecallInKurtág's

instrumentalMusic,”pp.120-128.

56)“12newmicrolude”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곡들은 곡의 심을 이루는 음들이 1번의 C음에서

시작하여 2번은 C#음,3번은 D음의 순서로 뒤로 갈수록 반음씩 상행한 심음을 가지고 있다.

57)바흐(JohannSebastianBach,1685-1750)는 48곡으로 구성된 평균율 클라비어곡집을 작곡하

는데,24개의 곡이 같은 조성을 가진 류드(Prelude)와 푸가(Fugue)로 한 세트를 이룬다.

류드는 엄격한 법 양식의 푸가 에 나오는 작품으로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있고

법 엄격함보다는 즉흥 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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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1>J.S.BachTheWell-TemperedClavier,PartI,No.21,Prelude

“HommageàJ.S.B.”는 두 마디의 매우 짧은 곡으로 바흐 류

드 21번과 여러 면에 있어서 연 성을 보이고 있다.우선 쿠르탁의 작품

은 보통 무조성임에도 불구하고,이 곡은 류드의 조성인 B♭장조에

서 향을 받아 시작음과 종지음이 B♭음으로 작곡되었다. 한 바흐

류드 21번의 두 개의 음악 요소인 분산화음 아르페지오와 빠른 기교

패시지는 각 마디에서 음악을 진행하는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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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2>HommageàJ.S.B.,JátékokIII

마디 1은 16분음표의 분산화음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쿠르탁

의 《야테콕》에서 잘 찾아볼 수 없는 리듬과 음가를 악보 표기 로 연

주하는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다.그리고 마디 1에서는 왼손과 오른손이

모두 완 5도로 이루어진 음들을 연주해 바흐의 화 분산화음과 완

벽히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바흐 류드의 시작부분과 비슷한 형태의

음형을 보여 다.

마디 2는 D음에서 시작하여 건반의 최하 B♭음까지 몰아치듯 하행

하는 빠른 음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우 빠르게(Prestissimo)’로 기보된

빠르기말이 몰아치는 분 기를 더욱 강화한다.이러한 하행 음계의 진행

은 류드의 화려한 기교 패시지와 비슷한데 바흐 류드 21번이

상행과 하행 음형이 결합된 복잡한 형태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이 곡은

하행 음계로만 구성되어 있다.특히 왼손과 오른손이 교차하며 음계를

움직이는 바흐의 테크닉이 “HommageàJ.S.B.”에서도 그 로 드러난

다.악보에서 알 수 있듯이 오른손과 왼손은 각각 다섯 개의 음씩 열 번

을 차례 로 하행하는데,구성음들은 반음과 온음 계가 불규칙하게 뒤

섞인 형태를 띠고 있다.이러한 형태는 바흐 류드 21번에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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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려한 32분음표 진행음형을 변화,발 시킨 것으로 류드의 즉흥

인 면모가 반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쿠르탁은 유사한 음형을 사

용하여 바흐의 음악과 자신의 음악이 하게 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

여주고자 하 다.

(2)HommageàTchaikovsky,JátékokI

“Hommage à Tchaikovsky”는 차이코 스키(Peter Il'vich

Tchaikovsky,1840-1893)의 《피아노 주곡 1번》과 련된 작품으로

쿠르탁은 이 곡에서 주곡 1악장의 도입부와 카덴자의 특징 인 부분을

인용하여 자신의 음악언어로 변형시켰다.이 작품에서 쿠르탁은 후기 낭

만주의의 비르투오소 인 요소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과시 인 음악

요소들에 한 일종의 풍자 패러디를 보여주고 있다.58)

이 작품의 악보를 보았을 때 가장 에 띄는 것은 템포,박자표,리

듬의 지시 없이 클러스터와 리산도들이 그림과 같이 그래픽처럼 악보

에 나타나 있다는 이다.쿠르탁은 차이코 스키 피아노 주곡을 직

으로 인용하면서도 사용된 음들과 연주기법에 변형을 주었다.즉

“HommageàTchaikovsky”에서는 차이코 스키 피아노 주곡의 화음

진행과 화려하고 비르투오조 테크닉이라는 음악 특징을 표 하기

해 클러스터와 리산도가 사용된 것이다.악보에 지시된 ‘힘차게

(Vigorously)’라는 지시어는 화려한 테크닉을 인용한 리산도와 클러스

터들의 표 을 해 제시되었고 곡 체에 걸쳐 사용된 ff이상의 악상과

스포르잔도,크 센도는 이러한 분 기 표 을 더욱 강화시킨다.주먹과

팔꿈치로 연주되는 클러스터는 정확한 음높이가 지시되어있지 않기 때문

에 부정확하고 즉흥 인 측면이 나타난다.59) 한 건반 체를 아우르는

리산도와 리산도의 빠르기에 의해 곡이 달라지는 연주방식은 연주

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일종의 우연 요소를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58)Johnson,“CommunicationandExperience:SomeObservationsontheRelationshipbetween

ComposerandPerformerinJatekok,”pp.285-287.

59)Johnson, 의 ,pp.28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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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3>HommageàTchaikovskymm.1-7,JátékokI

<악보Ⅳ-4>Tchaikovskypianoconcerto,No.1,도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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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5>HommageàTchaikovskymm.13-15,JátékokI

<악보Ⅳ-6>Tchaikovskypianoconcerto,No.1,cadenza

이 곡은 ABA 형식으로 A부분은 1악장 도입부의 화음진행을 클러

스터로 바꾸어 인용하 고 B부분은 1악장의 카덴자 부분을 화려한 리

산도와 클러스터를 통해 표 하고 있다.그러나 에서 언 한 것처럼

“HommageàTchaikovsky”는 음악 인 표 방식에 있어 이고 우

연 인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다.그리고 쿠르탁은 작품 형식을 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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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것이 아니라 원곡에서 나타나는 특징 음악요소를 토 로 자신

만의 음악 풍자로 작곡하 다.이는 이 작품에서 쿠르탁이 보여 음

악 의도이며 기존 차이코 스키 작품과의 차이 이다.특히 연주 기법

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원작과의 큰 차이 은 정해지지 않은 음정과 음

길이에 의한 추상 기보에서 잘 드러나는데 쿠르탁은 작품을 연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연주자에게 제시한다.그리고 연주자는

자신의 해석으로 곡을 완성함으로써 《야테콕》에서 연주자의 역할은 한

층 시되는 경향을 보여 다.

이처럼 “HommageàTchaikovsky”는 차이코 스키 원작의 인용을

통해 작곡된 작품으로,쿠르탁은 기존의 피아노 작품을 자신만의 해석을

통해 새롭게 재창조하 다.

(3)OnemorewordtoErnőLendvai,JátékokVI

쿠르탁은 《TheSayingsofPéterBornemisza,Op.7》의 자필악보

에 바르톡의 《SonataforViolinSolo》,《SecondViolinConcerto》의

음정 요소에 한 분석을 스 치 형태로 남겨놓았다.60)그는 바르톡의

음악을 분석하기 해 에르뇌 랜드바이(ErnőLendvai)의 이론을 용하

는데 랜드바이는 그의 논문 “바르톡(B.Bartok)의 형식과 화성에 한

입문”61)에서 바르톡의 작품에 수학처럼 명료한 분석방법을 사용하

60)MikaPelo,“AnAnalysisoftheThirdMovementofGyörgyKurtág'sStele,”(Ph.D.Diss.,

ColumbiaUniversity,2009),p.4.

61)에르뇌 랜드바이는 이 논문에서 황 분할(goldensection), 심축 이론(axissystem), 칭

형식(formsofsymmetry)등의 용어를 토 로 바르톡 음악의 분석방식을 제시하 다.이

심축 이론은 5도권의 순환하는 12개의 음을 세 개의 기능(T,D,S)으로 나 어 12개의 음을 한

조 내에서 유기 으로 설명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단3도 계로 이루어진 한 축 안의 음들이

리기능이 가능해지는 확 된 해석이 가능해진다.즉,C음을 심음으로 할 경우 그 나란한

화음 a음과 그 변성화음 A음,c음의 나란한 화음 E♭음과 그 변성화음 e♭음,그리고 A음의

나란한 화음 f#음과 그 변성화음 F#음( 는 e♭음의 나란한 화음 G♭음)등 심음으로부터 단

3도 (E♭),아래(F#) 세온음(F#) 계에 놓인 음들은 모두 으뜸조(Tonic)의 역할을 한다.

이를 딸림음(Dominant)G음과 버 딸림음(SubDominant)F음에 동일하게 용하면 의 표

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은 세 개의 축을 얻는데 이를 심축이라 한다. 한,쿠르탁이 사용한

칭형식은 심축을 가지고 음들이 거울을 보는 듯 칭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화성이나 주

제 발 에 있어서 이러한 칭구조가 바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직,『BelaBartok작

곡기법 입문』 (서울:수문당,2006),pp.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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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2)

《야테콕》에는 쿠르탁이 랜드바이의 분석개념인 칭형식과 심축

이론을 바탕으로 작곡한 작품들이 있다.그 “HommageàBartok”과

“HommageàEötvösPéter”는 이러한 칭형식으로 거울을 보는 듯한

구성을 보여주는 데,“HommageàBartók”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이 C음

을 심으로 같은 음정 계를 유지하면서 반진행하며 작품 체가 칭

구조를 형성한다.

<악보Ⅳ-7>HommageàBartók,JátékokI

이러한 칭구조는 “HommageàEötvösPéter”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하는데, 칭을 이루는 반진행은 음정 계가 아닌 클러스터 기법으

로 연주된다.

62)SimoneHohmaier,“MutualRootsofMusicalThinking:GyőrgyKurtág,PéterEötvösand

theirRelationtoErnőLendvai'sTheories,”StudiaMusicologicaAcdemiaeScientiarum

Hungaricae,T.43,Fasc.3/4(2002),pp.2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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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8>HommageàEötvösPéter,JátékokI

한 쿠르탁은 “Inmemoriam ErnőLendvai”,“Onemorewordto

ErnőLendvai”등 랜드바이를 한 헌정작품에서 칭구조, 심축이론

을 바탕으로 곡을 구성하고 있다.

“OnemorewordtoErnőLendvai”는 11마디의 짧은 길이로 이루어

져 있지만 랜드바이 이론을 용한 작곡방식의 변화에 따라 크게 3부분

으로 나눠볼 수 있다.첫 번째 부분은 마디 1부터 마디 5의 첫 박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부분은 마디 5의 두 번째 박부터 마디 8까지,마

지막 세 번째 부분은 곡을 마무리하는 코다 부분으로 마디 8-11로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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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9>OnemorewordtoErnőLendvai,JátékokVI

첫 번째 부분인 마디 1-5는 두 개의 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이즈는 음의 구성에서 차이를 보인다.마디 1-2의 첫 이

즈는 C음에 기 한 단3화음과 증3화음으로 시작한다.63)마디 3-5의 두

번째 이즈는 랜드바이의 칭구조형식에 바탕을 둔 쿠르탁의 작곡기

법이 좀 더 엄격하게 드러난다. 에서 제시했던 “HommageàBartók”

이나 “HommageàEötvösPéter”에서 나타나듯이 클러스터의 략 진

행에 있어서의 칭구조가 아니라 오른손과 왼손이 정확한 음정 계를

유지하는 칭 인 음구성을 보여 다.오른손에서 연주하는 첫 번째 화

음은 G#-B화음으로 이 져있는데 이는 G#-A,A-A#,A#-B로 총 3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진 화음이다.이런 방법으로 음정 계를 반음의 개수로

63)Hohmaier, 의 ,pp.2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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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면,오른손과 왼손에서는 각각 3,5,2,1개의 반음을 가진 화음과

음정으로 반진행하고 있으며 도착하는 화음도 양손 모두 [014]64) 계를

가지고 있다.이처럼 오른손과 왼손의 화음 선율진행은 같은 음정

계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칭 계를 형성하고 있다.

<악보Ⅳ-10>OnemorewordtoErnőLendvaimm.3-5,JátékokVI

두 번째 부분인 마디 5-8은 세 개의 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부분의 칭형식과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첫 번째 부분인

마디 1-4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이 칭을 이루며 같은 음정간격으로 진

행되고 있다.하지만 이와 달리 두 번째 부분(마디 5-8)에서는 양손에서

연주하는 화음의 음고 집합(pitchclassset)이 각 이즈의 심에

칭축을 두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마디 5의 세 번째 박에서 시작되는 이즈는 두 개의 화음으로 이루

어져 있는데 양손의 화음들은 모두 [0148],[0148]의 음고 집합(pitch

classse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화음의 가운데를 칭축으로 하여

칭을 이루고 있다.마디 6의 두 번째 음부터 시작된 이즈는 세 개의

64)이러한 화음의 음정 계산 방식은 settheory에서 생된 pitchclassset(음고류 집합 는 음

고집합)에 따라 화음의 구성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 이론은 앨런 포르테(AlanForte,1926-)

에 의해 처음 체계화 되었다.즉 몇 개의 음들이 모여있을 경우 그 음들간의 간격(pitch)을 최

소로 좁 그 음정 간격을 계산하는 것을 pitch-classset이라 한다.이러한 방식은 조성체계가

붕괴된 이후 고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무조음악들을 좀 더 쉽게 분석하기 해 만

들어진 이론 하나이다.IanD.BentandAnthonyPople,"Analysis."GroveMusicOnline.

Oxford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accessed December 3, 2013,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41862p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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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음들이 [016]-[0147]-[016]의 음고 집합(pitchclassset)을 가지고 있으

며 이 화음들 한 가운데 화음을 칭축으로 하여 첫 번째와 세 번째

화음이 같은 음고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악보Ⅳ-11> OnemorewordtoErnőLendvaimm.5-7,JátékokVI

세 번째 부분인 마디 8-11은 작품의 종지를 향해가는 코다부분으로

종지의 구성음들은 랜드바이의 심축 이론을 따르고 있다.이 악곡은

A음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 A음과 시작 부분의 심음이었던 C음은 같

은 심축을 가지고 있다.즉 시작과 끝을 C음과 같은 축의 음을 사용하

여 시작과 끝부분에 통일성을 주고자 하 다. 한 쿠르탁은 A음으로

해결되기까지의 과정을 고 인 종지 형식인 버 딸림화음(S)-딸림화음

(D)-으뜸화음(T)진행의 변형된 형태로 구성했고 이때 역시 같은 축을

바탕으로 한 리음들을 사용한다.65)즉 세 번째 부분의 시작음인 D음

은 A음의 버 딸림음의 역할을 하고,그 다음 마디에 등장하는 C#과 Bb

음은 E음과 같은 축을 가지는 음들로 딸림음인 E음의 리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처럼 쿠르탁은 종지 부분에 기능 으로 S(버 딸

림)-D(딸림)-T(으뜸)의 구조를 가지는 음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때

심축 이론에 따른 리기능의 음들을 활용하 다.66)

65)Hohmaier, 의 ,pp.232-234.

66)이 음들은 C음과 련한 버 딸림-딸림-으뜸음의 리기능을 하는 음들로도 해석 가능하다.

즉,D음은 F의 리기능,C#과 B♭은 G의 리기능음,마지막으로 A음은 C의 리기능음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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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0-11의 곡을 마치는 A음은 2+3+2의 그룹으로 묶여서 7개의 음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때 칭축을 이루는 가운데 3개 음으로 구성된 음그

룹을 심으로 2개 음그룹들이 칭을 이룬다. 한 가운데 3개의 음으

로 구성된 음그룹은 가운데 음이 양쪽 음의 심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두 번째 부분에서 사용하 던 수평 칭형식을 보여주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악보Ⅳ-12> OnemorewordtoErnőLendvaimm.8-11,JátékokVI

이처럼 《야테콕》에는 칭 구조,황 분할 등 랜드바이의 이론에

바탕을 둔 작곡 기법에 의한 여러 작품들이 있다.그리고 이러한 작곡

기법은 자연의 매커니즘에 바탕을 둔 그의 독특한 면모를 반 한 것으로

도 볼 수 있다.67)

(4)PhoneNumbersofourlovedones,JátékokII

-개인 인 메시지의 표

헌정작품들은 헌정한 작곡가의 작품이나 작곡기법을 모방한 것이 주

를 이루지만 그 개인 인 메시지 사 인 계를 통한 비 스런 내

67)쿠르탁에게 음악은 자연의 매커니즘,즉 생성과 변형,삶과 죽음을 표 하는 수단이었다.쿠르

탁은 음형의 다양성,아티큘 이션의 불규칙한 반복 등을 통해 변화무 한 자연의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하 다.특히,그는 음정 선택에 있어서 황 분할에 의한 피보나치 수열인 1,2,3,5,8,

13에서 추출된 음정인 장 2도,단 3도,완 5도,단 6도,증 8도(단 2도)를 그의 작품에 즐겨

사용하 고 황 분할, 칭구조에 바탕을 둔 작곡기법을 보여 다.Beatrice Barazzoni,

“Kurtág'sMusic:TheSpectacleofNature,theBreathofhistory,fromOp.7to27,”Studia

MusicologicaAcademiaeScientiarumHungaricae,T.43,Fasc.3/4(2002),pp.2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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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보이는 표제의 작품들도 있다.

이 “PhoneNumbersofourlovedones1”은 표제가 어떤 의미

를 가졌는지 알기 어려운 작품 하나이다.단선율로 간단히 이루어진

이 작품은 다른 음정과 그룹핑 되어있는 음들을 통해 다른 숫자를 추출

해 낼 수 있고 이것은 쿠르탁이 작품에서 사용하고자 한 화번호를 뜻

한다.68)이 작품은 8개의 음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각각의 음그룹들은

다른 음정,다른 아티큘 이션,다른 악상,다른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8개의 음그룹들은 각각 6개의 음들로 이루어져 있다.음들은 각각 다

른 음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다른 숫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를 들어 첫 그룹의 E-G-F-D-E-G의 음들은 6개의 다른 음정,기 음

C로부터의 반음개수인 [475247]을 뜻하며 이는 화번호를 의미한다.

한 각 그룹들은 p,f,mp,crescendo등 다양한 악상으로 연주되도록 지

시되어 있다.이것은 화 받는 사람들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작은

악상은 화를 받는 사람의 성격 캐릭터가 조용한 것을 의미하며 반

로 큰 악상으로 연주되는 것은 큰 목소리로 쾌활하게 화를 받는 사

람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8)이는 2013년 8월 31일 《야테콕》을 녹음한 피아노 연주자인 로날드 카바 (RonaldCavaye)

와 이루어진 쿠르탁에게 보낸 서면 질문에 한 화인터뷰 내용이다.로날드 카바 는 이 곡

의 표제와 의미에 하여 본인의 질문에 한 쿠르탁의 답변을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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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13>PhoneNumbersofourlovedones,JátékokII

한 “TheMindWillHaveitsFreedom”라는 문장을 표제로 사용

한 곡은 16세기 헝가리 작가이자 목사인 피터 보르네미스자의 고백 인

설교에서 나온 “TheMindWillhaveitsFreedom”이라는 문장을 하

고 난 후 쿠르탁이 느낀 감정 감상을 음악으로 표 한 작품이다.단

선율로 진행되는 이 곡은 낭송조로 느껴지는 하나 혹은 두,세 개의 음

들이 짧게 그룹화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각각의 그룹들은 숨표로 단 되

면서 짧게 끊어지는 형태를 보인다.조용히 읊조리는 듯 mp로 시작된

곡은 후반부로 갈수록 더 많은 음들이 한 이즈 안에 포함되면서 호

흡이 길어지고 있으며 차 고조되는 악상을 통해 상승하는 그의 감정을

표 하고 있다.69)

69)Dolinszky,Kurtág:JátékokGaborCsalog,BMCRecords,2008.CompactD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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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14>TheMindWillHaveitsFreedom mm.1-5,JátékokIII

<악보Ⅳ-15>TheMindWillHaveitsFreedom mm.8-11,JátékokIII

이러한 개인 인 메시지를 나타내는 성격의 곡들을 정리해보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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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곡명 곡수

II
PhoneNumbersofLovedOnes(1),(2) 2

III
(thusithappened...)

3TheMindWillhaveitsFreedom..

PenDrawing,Valediction toErzsébetSchaár

V

PostfaceaKocsisZoltán

10

Greeting-forImreHermann's90thbirthday

Double Consolation (forJanka Szendreiand

myself)

PrefacetoaBálintexhibition

FarewelltoPálKadosa

FanfaretoJuditMaros'wedding

(...lovelygreetingstoGreteSpinnrad)

Dialogforthe70thbirthdayofAndrásMihály

FlowersandThistletoS.W.

Farewell,S.W.

VI

ForDóraAntal'sBirthday

7

LettertoMarianneTeöke

ChristmasGreetingforHeini

MessagetoAndrásSzöllösy

BirthdayelegyforJudit

AQuietFarewelltoEndreSzékely

...waitingforSusan...

VII

ForKurtWölfel'sbirthday

6

ForGeorgKröll'sbirthday

ForMarianneTeöke

unmessageàMadeleineSantchi80

GeburtstagsgrussfürNuria

Merran'sDream

VIII
AquietfarewelltoEndreSzékely70) 1

<표Ⅳ-2>개인 메시지 내용을 담은 작품들의 목록

70)이 곡은 6권에 작곡된 솔로곡을 투 피아노 버 으로 다시 작곡한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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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테콕》 5권부터는 부제인 ‘DiaryEntry,personalmessages’에

서 알 수 있듯이 개별악곡들은 마치 일기처럼 작곡년도와 때때론 장소가

곡 마지막에 표시되어 있다. 한 개인의 일기가 의식의 흐름을 고 기

록하는 것처럼 《야테콕》에서 쿠르탁은 개인 일기를 듯이 음악 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의 표에 있는 곡들은 쿠르탁의 개인 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기가 어렵다.그러나 《야테콕》 곡 연주자인 가보

잘로그(GáborCsalog)와 로날드 카바 (RonaldCavaye)는 필자와의 서

면인터뷰에서 작곡가의 개인 인 계나 곡에 한 내용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그러한 것을 모르더라도 곡을 배우고 연주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한 쿠르탁은 연주자가 개인 메시지의

의미나 의도를 모르더라도 연주자 자신의 해석에 따라 연주하는 것을 존

하 다.71)

1.2.교육용 표제작품

앞서 Ⅲ장에서 언 했듯이 《야테콕》은 어린이를 한 피아노 교육

용 작품으로 시작되었다.그러므로 《야테콕》의 특징 하나는 피아노

테크닉 연마와 피아노 음악을 학습하기 한 목 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용 표제 작품은 작품집에서 요한 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72)

《야테콕》1권에는 쿠르탁의 독특한 기보법과 그의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basicelement)73)들이 처음 소개되고 있으며 쿠르탁의

음악어법을 익히기 한 교육용 의도의 곡들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한 여러 새로운 기법을 통한 실험 요소들과 함께 음계연습,다섯 손가

71)이는 2013년 8월 31일 쿠르탁의 《야테콕》을 녹음한 피아노 연주자인 로날드 카바 가 쿠르

탁과의 서면 인터뷰 내용을 달해주기 해 성사된 화인터뷰와 연주자 가보 잘로그와의 서

면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72)《야테콕》에는 피아노 교육을 한 테크닉 인 곡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바르톡의 《미크로코

스모스》와는 달리 테크닉의 난이도에 따른 계 구성을 띠지 않는다.

73)부록처럼 1권 앞에 덧붙여진 “basicelements”는 그가 새로이 사용한 클러스터, 리산도

단독음들을 연주하는 다양한 기호들을 연습하도록 짧게 작곡되어 있다. 한,그가 기보법에서

사용하도록 지시한 손바닥,팔목,주먹,손끝 등 다양한 신체의 부 를 이용한 연주를 연습하는

연습곡들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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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곡명 특징

Ⅰ

Palm Stroke(1),(2) 손바닥을 이용한 클러스터 연습곡.

WrongnotesAllowed

(1),(2)

A부분의 Palm Stroke(1),(2)에서 제시된

략 음높이를 정확한 음으로 풀어쓴 형

태의 곡,연주 시 틀린 음들도 허용하는 새

로운 개념,팔을 교차하고 도약 시 아래

로 팔을 움직임,즉 신체 측면의 연주효

과를 연습.75)

Dot-Strumming 략 음높이인 x로 된 기보된 음들의 연

습곡.

Elbows 팔꿈치를 사용한 클러스터 연습곡.

Walking,Toddling,

Let'sbeSilly

건반 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

들을 한 곡.때문에 연주시 서거나,걸어

다니면서 ‘웃긴’, 는 장난치는 듯 한 효과

를 주게 된다.어른들이 연주할 때에도 이

러한 방식을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다.클러

스터, 리산도,지시된 음을 한 연습곡.

(silentpalms)

손바닥을 이용하여 연주하는 곡,하얗게 표

시된 음들은 손바닥으로 건반을 르지만

거의 소리가 나지 않게 억제하여 연주하도

락의 반음계연습,병행 반진행 등의 연습,5도권 연습 등 테크닉 인

측면을 한 곡들과 가토와 스타카토,배음,페달 등 피아노 주법 인

측면을 한 곡 등 다양한 곡들이 교육 의도를 가지고 작곡되었다.

《야테콕》에 실린 교육용 표제작품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1권에는

피아노의 새로운 기법을 습득하기 한 곡들이 거의 부분을 차지하며

3권까지 교육용 목 을 가진 곡들이 많이 실려 있다.그러나 4권부터는

교육을 한 용도의 곡들은 찾아볼 수 없다.74)

교육 성격을 가지는 표제의 곡들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74)5권 이후 교육 성격의 표제작품은 6권의 “HungarianLessonsforForeigners”한 곡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헝가리 언어의 교육 습득의 목 보다는 연주자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피

아노에서 연주할 수 있는 다른 새로운 음향추구라는 측면에서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설

명을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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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지시.

(detectingchords)
화음을 연주하고 긴 지속을 통해 코드의

음향을 듣는 연습을 한 곡.

The Bunny and the

fox

연극 지문처럼 이야기가 악보 아래 제시되

며 이를 통해 지문과 부합된 음악 표

을 의도.

Legato 긴 지속음들을 가토로 연주하기 한 연

습곡, 이즈 표 을 한 슬러 연습.

TheStone-frog

CrawledAlong...
클러스터 연습.

Fifths(2)
오른손 왼손을 번갈아가며 5도 분산화음을

연주.

(the young boxer's

lightermoments)

‘어린 복서의 가벼운 움직임’이라는 표제에

맞게 경쾌한 분 기의 빠른 스타카토를 사

용한 클러스터들의 연주.

Portrait(1)
긴 지속음들을 통해 음들이 층을 이루면서

만들어내는 음향 감지를 한 연습곡.

Three-fingerPlay
3개의 음들이 묶여서 하나로 연결하여 연

주하는 연습곡,손 번호표 지시.

(scherzando)

클러스터와 리산도로 이루어짐,짧은 8분

음표 음가의 클러스터들이 스타카토로 연

주되는 장난스러운 느낌의 곡.

SoundandSound

-ball(1),(2)

표제처럼 일반 인 소리(sound)와 공 모양

으로 기보된 클러스터 소리(sound-ball)가

연주되는 곡.

OutandIn(1),(2) 벌어졌다 어드는 음형 연습곡.

Fifths and Fourths

andPalm strokes

4,5도들은 꾸 음을 통해 연습하고 그와

함께 손바닥을 이용한 클러스터들을 연습.

Scale from One to

Eight

표제와는 좀 다른 의미,음들이 1개에서 8

개로 늘어나는 연타연습곡.

MeanderingTune 분 기 표 을 한 연습곡.

Quarelling(1),(2)
쉼표로 나뉘는 구획마다 다양한 기법이 다

양한 악상과 아티큘 이션으로 등장,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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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곡명 특징

II

Quarrelling(3)

C음을 심으로 아래로 움직이는 음들의

표 을 한 연습곡,다양한 아티큘 이션

과 악상이 등장.

Quarrelling(4)
빠른 음가들의 스 일 연습,

다양한 악상과 아티큘 이션 연습곡.

Play with basic

elements(2)

리산도와 짧은 음가의 리듬 클러스터 연

습곡.

ToandFro

클러스터, 리산도와 2개 혹은 3개 음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임시표의 음들을 연주하

는 연습곡.

Five-fingerPlay
5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음형들을 다섯 손

가락으로 연주하는 연습.

Forte-Piano

양손에서 지속음들이 엇갈리면서 등장,양

손의 지속음이 합쳐지면서 아티큘 이션에

변화를 주는 독특한 음향 효과를 한

연습곡.

(angrily)

다섯 손가락을 이용하여 곡의 성격을 표

하기 한 연습곡,손가락 번호들이 모두

지시.

OutandIn(3) OutandIn(1),(2)의 연속선상의 연습곡.

한 악상 아티큘 이션을 한 연습곡.

SidlingPalms

경사진 클러스터들의 기보를 보면서 이를

연습하는 곡,연주시 조 씩 다른 음들을

연주.

Beating(3x3-3tones,

3rhythm patterns)

F,F#,G 음들의 다양한 형태의 리듬 패턴

연습곡.

Preliminary Exercises

totheHoquetus76)

B부분에 나오는 호 투스를 연주하기 ,

이를 익히는 연습곡.

<표Ⅳ-3>《야테콕》1권의 교육용 표제작품들의 목록

75)Johnson,“CommunicationandExperience:SomeObservationsontheRelationshipbetween

ComposerandPerformerinJátékok,”pp.284-286.

76) 세의 폴리포니 음악 특유의 기법으로,하나의 멜로디를 1개 내지 몇 개 음표 단 로 2개(드

물게 3개)의 성부에 배당하여 번갈아 노래하게 해서 완성한다.따라서 한 성부가 연주할 때 다

른 성부는 쉬고 음들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딸꾹질과 비슷한 효과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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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hs(3) 5도 연습곡.

Sound-filtering

쿠르탁의 특징 인 음향을 익히기 해 여

러 지속음들이 다른 길이를 가지고 연주되

면서 소리의 변화를 포착하기 한 연습곡.

Scale-playinfandp

스 일과 다이나믹의 조 연습을 한 곡,

다른 다이나믹으로 연주되는 리산도와

클러스터 연습곡.

JumpingFifths
도약을 가진 12도,5도 연속진행의 스타카

토 연습곡.

Devil'sJump

그가 선호하는 음정 계인 단 9도,단7도를

이용하여 작곡한 곡,어려운 도약을 의미하

는 표제의 연습곡.

작품집 곡명 특징

III

Stop and Go
페르마타로 나뉜 구획에 따라 빠른 음가와

클러스터들을 번갈아가며 반복하는 연습곡.

PlaywithInfinity

매우 여린 악상으로 시작된 반음계 스 일

이 건반의 가장 부터 낮은 음역 로 계속

해서 내려가는 연습곡.

quiet talk with the

devil

II권에 나왔던 “devil'sjump”연습곡의 발

된 형태,왼손의 지속음 에서 단 9도와

7도의 간격을 가진 오른손이 연주되는 연습

곡.

(five-fingerplay

-Chromaticexercise)

다섯 손가락을 모두 사용하여 반음계를 연

주하는 연습곡.

Thistle,

Tumble-bunny
빠른 스 일 연습곡.

(sorrowfultune)

곡의 분 기를 조성하는 연습곡,클러스터

효과의 다섯 음으로 이루어진 화음들과 반

복음들을 통해 슬 분 기를 표 .

Double-notes,

addition to Bartok's

Mikrokosmos

두 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화음들의 반복진

행 연습곡,

바르톡의 《Mikrokosmos》와의 연 성.

SignsinBlack
모두 엄지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곡,흰건반과

검은 건반을 교차하는 연습곡.

<표Ⅳ-4>《야테콕》2권의 교육용 표제작품들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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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fingerQuarrel

음가들의 빠른 진행을 다섯 손가락을 모두

이용하여 연주하는 곡으로 f,piuf,fff등 강

한 악상을 표 하는 연습곡.

<표Ⅳ-5>《야테콕》3권의 교육용 표제작품들의 목록

와 같이 표로 분류한 교육용 표제의 작품들은 다양한 목 을 가지

고 있다.첫째,쿠르탁의 독특한 기보법과 그의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기

본 요소(basicelement)들을 처음 소개하고 이러한 요소들에 익숙해지기

한 용도의 곡들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둘째,반복하고 모방하는 기존

의 도제식 교육이 아닌 음에 한 탐구와 자유로운 방법으로 피아노에

한 새로운 근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곡들이 있다.셋째,기존의 여러

작곡가들의 연습곡과 같은 연주력 향상을 한 연습곡들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연습곡들은 손가락 연습이나,어려운 테크닉,음정 계의 연습을

한 곡들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야테콕》에는 이 외에도 쿠르

탁이 평소 작곡할 때 요하게 다룬 음의 잔향을 듣고 그 안에서의 변화

를 감지하기 한 연습곡들이 있다.뿐만 아니라 악곡의 감정 분 기

의 표 을 연습하기 한 연습곡들이 있다는 것도 새로운 이다.이러한

다양한 교육용 목 의 곡들은 기존의 피아노 테크닉의 개념을 확장시킨

연습곡으로 볼 수 있다.

각각의 목 에 따른 곡들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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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작품집 곡명

쿠르탁의

새로운

음악어법습득

Ⅰ

Palm Stroke(1),(2),Dot-Strumming,

(silentpalms),

TheStone-frogCrawledAlong...

Sound and Sound-ball (1), (2)

Fifths and Fourths and Palm strokes

Quarrelling(1),Slidingpalms

Ⅱ
Playwithbasicelements(2)

Scale-playinfandp

새로운

음악 근 시도
Ⅰ

Wrongnotesallowed

Walking,Toddling,Let'sbesilly

TheBunnyandtheFox

연

습

곡

테크닉

연습곡

Ⅰ

Fifths(2),

Three-fingerPlayScalefrom OnetoEight

Beating,

(theyoungboxer'slightermoments)

OutandIn(1),(2)

Ⅱ

ToandFro,Five-fingerplay,

Fifth(3),OutandIn(3)

JumpingFifths,Devil'sjump,

Ⅲ

PlaywithInfinity,StopandGo,

Thistle,Tumble-bunny

quiettalkwithdevil,Doublenotes

five-fingerplay,SignsinBlack,

Five-fingerQuarrel

감정

분 기 표

연습곡

Ⅰ (scherzando),Meanderingtune

Ⅱ (angrily),Fancifully

Ⅲ Sorrowfultune

음향 감지

연습곡

Ⅰ (detectingchords),Legato,Portrait(1)

Ⅱ Forte-Piano,Sound-filtering

Ⅲ Portrait(2),(3)

<표Ⅳ-6>목 에 따른 교육용 표제들의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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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쿠르탁의 새로운 음악 언어습득을 한 연습곡

《야테콕》에는 쿠르탁만의 독특한 피아노 연주기법들을 한 새로

운 기보법이 등장한다.《야테콕》1권에는 리산도와 다양한 클러스터

를 한 “Palm stroke”,“Elbows”,“Palm strokes”,“SidlingPalms”등

의 작품들이 실려 있는데 이 작품들은 각각의 특징 인 주법이 짧은 두

단의 그래픽 기보로 표 된 작품이다.이 곡들은 처음 했을 때 연주자

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으나 새로 시도된 기보와 기법들에 익숙해지기

한 일종의 연습곡이다.

이 “Elbows”는 양 팔꿈치를 사용하여 클러스터(cluster)로 연주

하는 곡으로 한쪽 팔로 연주되는 올림표(#)를 포함한 클러스터,제자리표

(♮)가 사용된 클러스터와 양손을 함께 이용하여 연주하는 클러스터 등

다양한 종류의 클러스터를 익숙하게 익히기 한 연습곡이다. 한 두

개의 클러스터를 리산도로 연결하여 독특한 음향 효과를 내는 방법

도 제시하고 있다.

<악보Ⅳ-16>Elbows,JátékokI

쿠르탁의 소리에 한 심을 보여주는 작품 “Sound and

Sound-ball”에서는 하나의 음표가 내는 소리(sound)와 공모양

(sound-ball)으로 기보된 클러스터77)가 연주하는 소리 등 다양한 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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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통해 여러 종류의 음향의 울림을 습득할 수 있다.

<악보Ⅳ-17>SoundandSound-ball(1),JátékokI

(2)음악에 한 새로운 근의 가능성

쿠르탁은 《야테콕》서문에서 “기보에 사용된 이미지들은 정말로 진

지하고 심각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심각하게 취 될 필요가 없다

.”78)라고 하 다.즉 《야테콕》의 ‘놀이’라는 의미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야테콕》의 작품들은 엄격하고 진지하게 근하기보다 피아노 연주를

하나의 놀이처럼 생각하고 즐겁게 연주할 수 있도록 작곡되었다.그는

《야테콕》에서 음악을 정제하고 진지하게 근하는 일 일의 엄격한 음

악 교수법에서 나오는 획일화된 음악 신 연주자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작품들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 다.79)

이러한 새로운 근은 어린이들의 다양한 경험과 잠재된 가능성을

무한히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컨 “Walking”,“Toddling”,

“Let'sbeSilly”등의 곡들은 아직 어려서 피아노 의자에 앉을 때 건반

체에 손이 닫지 않는 어린이들을 해 작곡된 곡으로 피아노를 연주할

때 의자에 앉아서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거나,걸어 다니며 ‘자유롭

게’ 는 장난치는 듯한 효과를 주게 된다.그리고 이 곡을 성인 연주자

77)곡에서 사용되는 공 모양의 클러스터는 손바닥을 사용하여 연주해야하며 어떤 음을 연주해야

하는지 지시가 없기 때문에 연주자가 원하는 음역 에서 클러스터를 연주할 수 있다.이 때 기

존의 음의 형태로 기보된 음들과 조되는 음역에 클러스터가 기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음으로 내는 소리와 클러스터들은 음역 와 기법에 있어서 조를 이루게 된다.

78)‘Onnoaccountshouldthewrittenimagebetakenseriouslybutthewrittenimagemust

betakenextremelyseriouslyasregardsthemusicalprocess.’

79)Dolinszky,Kurtág:JátékokGaborCsalog,BMCRecords,2008.CompactD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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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주할 때에도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방식을 따르도록 지시되어 있다.

이러한 은 연주하는 사람의 표 의 자유를 존 하고,규칙에 얽매인

피아노 학습이 아니라 피아노를 즐겁게 배우고 음악을 즐기기 한 쿠르

탁의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그 로 “Toddling”은 클러스터와 같은 음

을 반복하는 간단한 구성을 보이고 있지만 기보에서부터 음높이가 지정

되지 않아 기존의 클러스터와는 다른 형태의 클러스터를 보여 다.쿠르

탁은 의도 으로 음높이를 정확히 기보하지 않고 연주자가 자유롭게 음

을 결정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작곡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아

이들이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형상화한 듯한 간단한 클러스터들이 그룹

핑을 통해 표 되고 있으며 반복음들이 등장할 때에는 매번 반복하는 음

들,반복음의 개수,아티큘 이션,악상을 항상 변화시켜 다양한 표 을

시도하 다.이처럼《야테콕》에서 쿠르탁은 간단한 곡들에서도 표 의

가능성을 극 화하 고 정해진 규칙 없이 자유롭게 연주하여 피아노에

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작품을 구성하 다.

<악보Ⅳ-18>Toddling,JátékokI

“TheBunnyandtheFox”80)는 극의 지문과 같은 거리와 함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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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되었다.지문의 내용을 묘사하는 듯한 악보는 연주자들이 연주할 때

지문의 내용을 연주자의 음악 감상이나 느낌과 함께 피아노 에서 표

하는 새로운 음악 근방식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악보Ⅳ-19>TheBunnyandtheFox,JátékokI

마지막으로 “WrongNotesAllowed”에서는 빠른 음가의 음들이 넓

은 도약을 포함하고 있지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연주자가 틀린 음들

을 연주하는 것도 허용한다.이 작품은 피아니스트들이 연주할 때 틀리

지 않고 정확하게 연주해야하는 것에서 벗어나 연주할 때의 제스처,그

리고 음들의 이즈 표 에 더 우선순 를 둔다.이는 특히 보자들

이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때 정확하게 쳐야 한다는 엄격한 규칙에서 자유

롭게 해주므로 피아노를 학습할 때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쿠르탁은 피아노 연주를 할 때 음을 맞고 틀리게 연주하는

것은 요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소리를 듣고 연주할 때의 뉘앙스를 잘

80)이 곡은 KrisztinaTakács라는 6살 소녀가 작곡한 곡을 쿠르탁이 자신의 작품으로 옮긴 것이

다.지문의 내용은 “몰래 다가오던 여우가 숲속의 빈터에 도착하여 주 를 둘러본다.토끼도 숲

속 빈터에 도착하여 주 를 둘러본다.여우가 토끼를 잡아챈다.사냥꾼이 여우를 쫓아가서…….

빵!”이며 지문의 내용에 따라 음악이 형상화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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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하는 것에 을 두었다.

<악보Ⅳ-20>Wrongnotesallowed(1),JátékokI

(3)연주력 향상을 한 연습곡

쿠르탁은 《야테콕》에서 교육용 연습곡을 통해 피아노에 새로운

근을 시도하 고 작품에서 연주자의 자율성을 구 하 다.하지만 연습

곡의 기능을 가진 피아노 연주능력 향상을 한 작품들도 《야테콕》에

많이 실려 있다.

연습곡들의 부분은 우선 손가락 연습 어려운 테크닉이나 음정

계의 연습을 한 작품들이다.《야테콕》에는 5도 연습,스 일,반음

계 연습,도약 연습,박자를 세는 연습 등의 여러 목 을 한 다양한 연

습곡들이 있다.그 “Devil'sjump”는 쿠르탁이 특정 음정 계를 선호

하 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 인 작품이다.그는 안드라스 바르가와의

인터뷰에서 베베른의 향으로 단 9도와 장 7도를 즐겨 사용했다고 밝혔

으며 특별히 장 7도 음정을 “Devil'sjump”로 명명하 다.81)이 작품은

장 7도와 단 9도,동음 반복의 3개의 음악 재료만으로 구성되었고 넓

은 도약을 연습하기에 합한 곡이다.양손은 계속해서 같은 리듬을 가

지고 진행되는데 이때 오른손과 왼손은 병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반진행

하며 음역 의 비도 함께 보여주기도 한다.

81)Vargaed.,GyörgyKurtág:threeinterviewsandLigetihomages,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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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Doublenotes”를 살펴보면,이 작품은 화음의 연속진행을

한 곡으로 바르톡의 《미크로코스모스》No.66,No.134-135와 마찬가

지로 겹음(doublenotes)연주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습방법을 제시

하고 있다.쿠르탁은 a)부터 i)까지 아홉 부분으로 나 어 두 개의 다른

음정의 연속 진행을 이용한 연습곡을 작곡하 는데 곡이 자체 으로 연

주될 경우는 하나의 곡으로 연주되지만,“각각이 연습의 목 을 해 나

어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악보에 자세히 명시하 다.이러한 용도의

곡들은 다른 곡에서 착안한 연습곡의 활용의 한 방식을 제시해 다는

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악보Ⅳ-21>Devil'sjump,Játékok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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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22>DoubleNotesmm.3-10,JátékokIII

다음으로 기술 인 테크닉을 한 곡들 뿐 아니라 감정 분 기의

표 을 한 연습곡들도 작곡되었는데 그 로 “Scherzando”,

“Meanderingtune”,“sorrowfultune”,“(angrily)”등의 곡을 들 수 있다.

쿠르탁 이 의 리스트,쇼팽 등의 연습곡들에서는 테크닉의 연습과 함께

곡의 분 기를 잘 표 하는 것이 작품의 완성을 한 필수 인 요소로

내재되어 있다.쿠르탁은 이 시 의 작곡가들과 달리 《야테콕》에서

직 으로 악곡의 분 기 감정을 나타내는 작품을 표제와 함께 제시

하여 학습하도록 하 는데 이는 《야테콕》의 교육용 표제 작품이 지닌

독창 인 면모라 할 수 있다.

그 “Sorrowfultune”을 살펴보면 곡은 정확한 템포로 연주하는

‘지우스토(Giusto)’부분과 ‘몰토 루바토(Moltorubato)’부분이 교 로 나

오는 구성을 보이고 있다.비교 간단한 부분의 ‘지우스토’부분과 달리

‘몰토 루바토’부분은 6개의 서로 다른 템포로 연주하도록 지시되어 있

다. 한 각각의 부분들에서 반복음들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자유로운

템포 설정을 통해 심한 감정의 기복을 표 하는 듯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많은 변화들을 통해 작품의 분 기를 표 하는 연습이 가

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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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23>Sorrowfultune,JátékokIII

하나의 정해진 음악 양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쿠르탁에게 음악은 소

리 하나만이 아니라 소리와 소리의 연결과 그 사이의 긴장감을 의미하

다.82)이러한 그의 음악 성향을 반 하기 해 《야테콕》에는 지속음

의 사용을 통해 음의 잔향을 듣고 그 안에서의 변화를 감지하기 한 목

을 가진 연습곡들이 나타난다.이러한 유형의 곡으로는 “Legato”,

“Forte-Piano”,“Soundfiltering”,“Portrait”등이 있다.

그 “Sound-filtering”은 다른 조표를 가진 오른손과 왼손이 같은

음형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음들로 구성되어 불 화음의 부딪힘을 만들

어낸다. 한 각 마디에서는 매번 화음의 외성이 유지되면서 내성을 변

화시키거나 다른 음으로 움직이는데 이 때 화음의 소리를 지속하면서 변

화음들의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는 것이 이 곡의 목 으로 볼 수 있다.

쿠르탁은 이러한 경우 연주자가 어떤 손가락 번호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82)Dolinszky,Kurtág:JátékokGaborCsalog,BMCRecords,2008.CompactD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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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자세히 지시하고 있다.

<악보Ⅳ-24>Soundfiltering,JátékokII

이처럼 《야테콕》에는 테크닉,곡의 분 기 감정,음의 변화감지

등 여러 가지 목 을 한 연습곡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3.장르 음악형식의 표제작품

쿠르탁은 모든 시 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나 형식을 표제로 한

《야테콕》의 개별 작품들에서 장르나 형식 특성을 작품을 구성하는

요한 모티 로 사용하 다.이를 토 로 그는 서양 고 음악 장르

통과 음악어법을 결합하여 독특한 작곡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로 교회음악에서 노래 부르는 형태인 응답송과 키리에,음악형

식인 사라방드와 왈츠,호 투스 등을 들 수 있다.뿐만 아니라 《야테

콕》 5권,6권에는 세시 의 베르세토,오르가눔과 교회음악의 찬미가

(Hymn)와 코랄(Chorale)등의 장르를 표제로 사용하는 곡들이 실려 있

다.이러한 특징은 쿠르탁의 작품이 서양음악의 요한 모태가 된 장르

혹은 형식과 깊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야테콕》에 나타난 형식,장르 연주형태를 표제로 가진

작품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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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곡명 특징

I

PreludeandWaltz

inC

모두 C음으로 구성,C음이 3박자형태로 음

역을 달리하며 연주되며 아래로 이동하는

신체의 제스처 측면을 부각.

C'sNightSong
긴 지속음들이 숨표와 함께 사용,쿠르탁의

작품에서 이례 으로 박자표 제시.

Little Chorale83)

(1),(2)

코랄의 기본 형태인 단순한 리듬,음이 마

디가 진행될수록 하나씩 늘어나면서 층을

형성.

Waltz(1)84)
리산도로만 이루어진 왈츠,지시어에서 왈

츠의 성격이 나타남.

(five little piano

pieces)

5개의 짧은 곡으로 구성된 모음곡,클러스터

들이 단독음과 함께 사용되면서 다양성 부

여.

Sarabande

느린 진행의 긴 지속음과 그것을 연결하는

물결모양의 이즈들로 이루어짐.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한 의미의 사라방드 리

듬이 아니라 쿠르탁이 생각하는 나름의 리

듬을 표 .

Micro-rondo

작은 형태의 론도로 곡의 처음에 후렴구 a,

b를 제시한 뒤 곡 간 간 연주하도록 지

시.

Hoquetus85)

두 명의 연주자가 나 어서 성부들이 교

로 연주하며 호 투스의 딸꾹질하는 듯한

특징이 표 .

II

Shadow-play-Hoq

uetus

긴 지속음 뒤로 그림자처럼 양손에서 번갈

아 연주하는 호 투스의 특성을 보이는 패

시지가 나타남.

Waltz(Hommage

àShostakovich)86)
클러스터로 구성된 왈츠.

(prelude and

waltz)

긴 지속음 형태로 연주되는 즉흥연주 성

격의 류드와 정확성을 보이는 3박자 계

열의 왈츠로 구성.

Waltz(2)
손바닥 가장자리로 연주하는 왈츠,3박자 계

열과 2박자 계열이 섞여서 등장.

Antiphony in 단순하고 단음 인 독립 선율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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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harp

안티폰의 특성을 빌려와 왼손에서 곡의

심이 되는 f#음이 지속 등장,이때 오른손

에서는 다양한 음형들을 연주하며 심음을

꾸며주다가 곡의 마지막에서 화음을 이루는

3음인 a#음이 연주되면서 왼손과 화음을 형

성.

12Microludes

쿠르탁에 의해 만들어진 극도의 단순성을

보이는 12곡의 모음곡 형태,각 곡들은 모두

다른 심음으로 구성.

III

(scherzo)

곡의 성격을 나타내기 해 경쾌한 분 기

로 짧은 스타카토의 클러스터들을 연주,클

러스터를 연주할 때 다른 손에서 리산도

들이 더해져 경쾌한 효과.

RussianDance

‘활발하게(giocoso)’연주되는 짧은 두 의

춤곡,6도 화음과 5도 구성의 화음들이 진

행.

Elegy fortheleft

hand

‘부드러우면서도 격렬하게(tenderly yet

vigorously)’로 곡의 성격을 지시,C음이 계

속 등장,멜로디로 표시된 음들과 효과음처

럼 표시된 음들은 다른 울림으로 연주.

12new microludes
2권의 “12Microlude”보다 곡의 길이나 악곡

구성에서 확 된 형태의 모음곡.

IV

Fog-canon

클러스터와 리산도로 구성된 간단한 곡,

각 구성요소들이 시간차를 두고 제 2연주자

먼 연주하고 제 1연주자가 따라 나오다

마지막에 두 연주자가 함께 연주하는 음

역 를 아우르는 클러스터로 곡을 마침.

FuriousChorale

최상성부에서 선율을 연주할 때 그 외 성부

들이 빠른 패시지를 연주하며 곡의

"furious" 성격을 표 하 으며 코랄을 쿠

르탁 나름 로 재해석.

Kyrie

천천히 연주되는 코랄 형태의 지속음들이

내성부의 움직임과 여음의 처리를 통해 음

향 효과를 추구.

PreludeandWaltz F음으로만 구성된 곡,자유로운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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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

류드와 빠르지만 왈츠의 리듬을 느낄 수 있

는 부분,마지막 코다의 세부분으로 구성.

왈츠 부분에서는 다양한 음역 의 F음을 사

용.

Sarabande

1권에 실린 사라방드를 기본으로 이를 제 1

연주자가 연주하고 제 2연주자는 새로이 작

곡된 선율을 연주.

V

Prelude and

Chorale

즉흥 성격의 강한 추진력을 가진 리듬의

격렬한 움직임이 인상 인 류드는 쿠르

탁의 Op.6d와 같은 구성,코랄은 단선율의

왼손 성부 에 오른손의 화음들이 순차진

행.

An apocryphal

hymn

(in the style of

AlfredSchnittke)

찬송가형식,최상성부를 지속음 형태로 두고

최소한으로 움직이면서 진행.

Capriccioso -

luminose forJeno

Szervanszky

카 리치오(열정 이고 기분이 들뜨도록)

인 특성을 보여주는 지시어와 빠른 음형진

행.

Waltz 3박자의 왈츠 리듬으로 구성,느린 박자.

Valse

(la sauterelle

dévote)

의 Waltz곡에 약간의 꾸 음과 음이 더

첨가.

VI

Versetto87)

(apocryphal

Organum)3곡

으로 성부가 쌓여진 형태를 따라 작

곡.발 되어가는 오르가눔(organum)의 형

식들을 토 로 작곡된 구성.

베르세토의 특성에 따라 오르간으로도 연주

가능.

ApocryphalHymn

5권의 Hymn과 처음 화음 구성에서는 거의

같은 형태,리듬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차이

.

Whale-waltz

기본 으로 왈츠의 리듬형태,오른손과 왼손

을 연결하는 물결선 형태의 이즈를 통

해 고래가 춤추는 듯한 형태를 묘사.

Birthdayelegyfor

Judit

5개 혹은 6개음으로 구성된 이즈들의

진행,왼손 2번으로만 연주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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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Waltz(2)
손바닥 가장자리로 연주하도록 지시된 2권

의 왈츠가 좀 더 발 된 형태.

VIII

Responsorium88)

두 연주자가 교 로 연주하는 부분과 같은

음악 요소를 같이 후렴처럼 연주하는 부

분이 번갈아 나타나는 형태.

Palinszky János:

Waltz

2권의 왈츠가 제 1피아노에서 연주되고 제

2피아노에서는 장식 인 요소를 연주.

<표Ⅳ-7>장르 음악형식의 표제작품들의 목록

(1) An ApocryphalHymn,Játékok V,2nd version,

JátékokVI

찬미가(Hymn)는 배시 회 체에 의해 불리는 교회 노래로 루

터교에서는 코랄(Chorale),장로교는 시편가(Psalm),18세기 엽 감리교

에서는 찬송가로 불 다.이 의 구교음악인 그 고리오 성가들이 음

성부인 테노르 성부를 심으로 다성화되었던 것과 달리 신교음악의 코

랄 선율에 기 한 성가들은 제일 높은 성부에 심 선율을 두고

음형이 거의 없는 덩어리 화음(blockchord)이 선율을 뒷받침하도록 구

성되었다.89)이처럼 코랄 스타일의 곡들은 심선율이 최상성부에 치

하여 불리어지는데 《야테콕》에 나오는 찬미가(hymn),코랄(chorale)의

83)회 의 찬미가로 주로 4성부 화성음악.화성 으로 화음을 이루는 성부들이 리듬 으로 단순

하게 움직이는 형태가 기본 이다.

84)이 곡은 2장에서 리산도 기법에 한 분석곡으로 자세히 설명하 다.

85)호 투스는 13세기 악곡 구조에서 장르로 정착한 것으로 성부들이 번갈아가면서 쉬지 않고 노

래하는 형태로 음과 쉼표가 성부들에 의해 매우 빠르게 교 되고 성부들이 매우 기교 이고

표 이다.

86)이 곡은 2장의 클러스터 기법에서 자세히 설명하 다.

87)Versetto장르는 그 고리안 성가의 Verse 신에 연주되는 오르간 곡으로 부분이 푸가 풍

으로 작곡되었다.쿠르탁은 6권의 Versetto곡들을 오르간으로도 연주 가능하도록 지시하 다.

이 부분에 해서는 뒤의 분석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88)응답송은 발 을 거쳐 고도의 술 구성과 선율을 갖게 되었고,솔로가 부르는 시편창(詩篇

唱)의 부분과 회 에 의한 응답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독립된 악곡이 되었다.

89)이는 칸티오날 양식(Cantionale)으로써 개신교 종 의 찬송가의 형으로 볼 수 있다.J.

PeterBurkholderetal.,A HistoryofWestern Music(New York:W.W.Norton &

Company,2006),민은기 외 5인 공역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상)』(서울:이앤비 러스,

2007),pp.2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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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를 가지는 곡들은 이 장르들이 갖는 음악의 특징을 반 로 사용하고

있다.이는 곡의 제목인 “AnApocryphalHymn”에서도 알 수 있는데,

‘Apocryphal’은 ‘성서의,외경의,혹은 거짓의,가짜의’의 뜻90)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단어의 뜻에 착안하여 쿠르탁은 “AnApocryphalHymn”에

서 불 화 화성을 이루는 화음을 양손에서 연주하도록 작곡하 고 이

때 최상성부의 음은 선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거나 최소한으로

움직이고 내성과 최 성부에서 변화하는 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 곡은 최상 성부에서 머무르는 음들의 변화와 이를 통한 음악

내용의 변화에 따라 세부분으로 구분된다.마디 1-18의 첫 번째 부분은

지속음을 A음으로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고 마디 19-35의 두 번째 부

분은 지속음이 G#음을 심으로 그 아래 음으로 순차 인 변화를 보

인다.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마디 36-49로 최상성부의 음이 길게 지속

되면서 C-B-B♭-A음으로 하행하고 있다.

마디 1-18의 첫 번째 부분은 A음을 최상성부에서 지속음 형태로 계

속 유지하며 내성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다.오른손의 내성이 순차

으로 진행할 때 왼손에서는 도약을 통해 보다 큰 움직임을 보인다.오른

손에서의 순차 인 진행에 의한 내성의 변화는 화음의 울림의 미묘한 변

화를 보여 다. 한 첫 부분을 구성하는 세 개의 이즈들은 f,p,f로

악상의 변화를 보이며 최상성부의 지속으로 인해 인지하기 어려운

이즈들의 구분을 도와 다.

90)『동아 라임 한 사 』(서울:두산동아,2009),“apocryp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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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25>AnApocryphalHymnmm.1-18,JátékokV

두 번째 부분은 마디 19-35로 G#음을 심으로 최상성부가 조 씩

변화를 보이며 곡에서 변화를 주고 발 되기 시작한다.즉 계속해서 최

상성부가 A음에 머물러 있던 첫 부분의 진행과 달리 최상성부에서 G#→

A,G#→A#,G#→E#,G#→G,G#→A#,G#→A#로 변하면서 진행하고 있

으며 긴 이즈를 구성하고 있는 짧은 이즈들은 pp,mp,ppp,

pppp등 다양한 악상 변화를 수반하며 음악 내용의 변화를 꾀하고 있

다.이후 마디 33-34는 3도 하행진행과 지속음 에서 2도,7도의 음정

계를 보이는 꾸 음 역할의 이분음표( )들이 첨가되는데,이 부분은

곡에서 가장 큰 최상성부의 움직임을 보이는 곳으로 세 번째 부분의 연

결구 역할을 한다.

마디 36-49로 구성된 세 번째 부분은 두 번째 부분에서 선율과 악

상의 변화를 통해 발 되었던 곡의 진행을 pp악상의 C→B→Bb→A음으

로 하행 반음진행하며 곡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하행진행을 통해

최상성부의 음은 곡 처음에서 지속음 역할을 했던 A음으로 돌아오고 있

다.이처럼 쿠르탁은 곡의 처음과 끝부분에 같은 음을 배치함으로써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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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진행을 보이던 곡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며 마무리되도록 하 다.

이 부분에서는 최상성부의 지속음들이 간 성부에서 완 5도 간격으로

함께 지속되는 음들을 가지고 있다.즉 처음에 C음은 F음과 함께 지속

되고,그 다음 B음은 E음,B♭은 E♭음이 함께 지속되고 마지막 A는 D

음과 함께 지속된다.완 5도 계 이외의 음들은 순차진행을 통해 음

정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으며 왼손에서는 비교 자유로운 2도,3도의

다양한 진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악보Ⅳ-26>AnApocryphalHymnmm.36-49,JátékokV

《야테콕》5권의 “AnApocryphalHymn”을 바탕으로 《야테콕》6

권에는 이 곡의 두 번째 버 인 “AnApocryphalHymn,2ndversion”

(이하 “2ndversion”)이 있다.이 곡의 화음 구성은 원곡의 첫 번째 부분

과 거의 같은 형태를 띠고 있으며 최상성부의 A음이 악곡 체에 걸쳐

계속 지속되고 있다.그러나 이 곡은 첫 번째 곡이 단순한 리듬의 온음

표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항상 온음표 앞에 도입부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3개의 8분음표 음들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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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version”은 6개의 이즈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두 번

째 이즈에서는 양손에서 같은 음들이 두 번씩 반복되며 이즈를

구성하며 이후의 4개의 이즈들은 최상성부의 A음이 지속되고 있지

만 그 외 성부들은 계속 으로 순차 진행한다.이 때 “2ndversion”의

오른손이 “AnApocryphalHymn”의 오른손과 같은 음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2ndversion”의 왼손은 약간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그리고 긴

이즈의 호흡을 보여주는 원곡과 달리 “2ndversion”은 도입부를 가

지면서 매번 하나 혹은 세 개의 지속음으로 구성된 짧은 이즈들이

모여 있다.마지막으로 “AnApocryphalHymn”에서는 지속되거나 순차

진행을 통한 긴 이즈를 의도하 다면 “2ndversion”은 원곡에서

긴 한 연 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온음표들을 도입부와 긴 길이의 쉼표

를 통해 짧은 호흡으로 단 시키고 있다.이를 통해 쿠르탁은 같은 화음

으로 구성되었지만 정반 의 음악 효과를 보여주는 두 곡을 만들어낸

다.

<악보Ⅳ-27>AnApocryphalHymn2ndversion91),JátékokⅥ

91)“Anapocryphalhymn,2ndversion”에서 나타나는 첫 버 곡의 음들을 빨간색 원으로 표시

하 다.



- 75 -

즉 “An Apocryphal Hymn”과 “An Apocryphal Hymn, 2nd

version”은 체 으로 최상성부에서 지속음들을 사용하면서 통일성을

유지하고,부분별로 지속되는 음들의 결합 형태를 달리하면서 각 부분들

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이처럼 《야테콕》에는 찬미가의 표제와 장르

의 특징을 차용한 작품이 나타나는데 이 작품들은 사실상 기존의 찬미가

와 반 되는 성격의 쿠르탁만의 독특하고 풍자 인 찬미가(hymn)로 볼

수 있다.

(2)Versetto(apocryphalorganum),JátékokVI

베르세토(Versetto)는 어로 버셋(Verset)으로도 불리며 그 고리안

성가에서 찬미가,시편 등 성서에서 온 노래인 베르수스(verse)를 체하

기 한 오르간곡이나 간단한 오르간 즉흥연주를 의미한다.이러한 곡의

부분은 인 푸가풍으로 작곡되는 경우가 많다.92)《야테콕》6권에

는 베르세토(Versetto)를 표제로 한 작품이 총 3곡으로 각각의 곡들은

라틴어 가사를 제목에 포함하고 있으며 피아노나 오르간으로 모두 연주

가능하다.

《야테콕》6권에 실린 “Versetto(apocryphalorganum)”은 ‘오르가눔

(organum)’을 부제로 가지고 있다.오르가눔은 다성 음악의 시 로 나타

난 음악 장르인데,이 작품에서는 으로 성부가 진행되는 오르가눔

의 특성을 피아노곡으로 표 하 다.쿠르탁은 《야테콕》6권에서 3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오르가눔을 차례 로 보여주는데,첫 번째 곡은 가장

오래된 오르가눔 형태인 병행 오르가눔,두 번째는 여기서 한 단계 발

된 형태의 자유 오르가눔,세 번째 곡은 자유 오르가눔보다 더 자유로운

형태의 멜리스마 오르가눔의 특성을 띠고 있다.이를 통해 역사 인

흐름에 따라 변화된 오르가눔들을 단계 으로 제시하며 피아노로 표 하

고 있다.

“Versetto:TemptavitDeusAbraham...”은 병행 오르가눔의 특성을

92)AlexLingas,"verset."TheOxfordCompaniontoMusic.OxfordMusicOnline.Oxford

UniversityPress,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opr/t114/e7113. (accessed October 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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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는 곡으로 단선율 형태의 두 성부로 연주된다.물론 모두 같

은 리듬을 가지고 연주되는 것은 아니지만 체 으로 볼 때 비슷한 음

가를 가진 리듬으로 같이 진행되고 있다.이 곡의 주된 병행 음정들은 4,

5도로 병행 오르가눔에서 주로 사용하는 음정으로 이루어져 있다.이러

한 음정 계를 보이는 두 성부는 간 간에 다른 음정들을 섞어서 진

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에서 병행 4도와 5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 두

번째 단에서는 병행 4,5도 이외에 6도가 함께 자주 등장하고 있다.마지

막 세 번째 단에서는 병행 4,5도 이외에도 2,3도 계 음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독특하게 왼손과 오른손의 상하 치를 바꾸어 음정이

된다.

<악보Ⅳ-28>Versetto:TemptavitDeusAbraham...(apocryphalorganum),JátékokVI

“Versetto:ConsurrexitCainadversusfratrem suum...”은 베르세토

두 번째 곡으로 자유 오르가눔의 특성을 가지고 작곡된 곡이다.첫

곡과 달리 ‘빠르게, 폭하게(vivo,feroce)’의 지시어를 가지고 있으며 주

고받는 오른손과 왼손의 화 요소가 반진행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음정 계에 있어서는 엄격한 음정 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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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음정도 허용되고 있다.빠른 리듬의 진행 후 나타나는 ‘정확한 템포

로(Giusto,moltomisurato)’부분은 오른손이 지속음 형태로 진행되는

동안 왼손은 짧은 아티큘 이션을 가진 음들로 응된다.이 부분의 음

정 계는 완 5도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장 2도,증 4도,장 3도 등으

로 자유롭게 구성되어 있으며 반진행과 사진행이 허용되는 자유 오르가

눔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악보Ⅳ-29>Versetto:ConsurrexitCainadversusfratrem suum...,JátékokVI

마지막 곡인 “Versetto:DixitDominus ad Noe:finis universe

carnisvenit”는 오르가눔의 가장 발 된 형태인 멜리스마 오르가눔의

특성을 보여 다.성부 진행에서도 베르세토 첫 두 곡에서 두 성부만이

사용되었던 것에 비해 간 간 화음이 나오면서 성부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곡은 양손 한손이 지속되면서 꾸 을 받는 멜리스마 형태를

보여주는 부분과 두 성부가 비슷하거나 같은 리듬을 가지고 연주되는 부

분이 교 로 나타나고 있다.곡의 첫 부분의 마디 1-2와 마디 4는 긴 음

가들이 지속될 때 다른 성부에서는 멜리스마 으로 여러 개의 음들이 연

주된다.마디 4에는 끝에 숨표가 사용되어 곡의 부분을 나 어 주는 역

할을 한다.이후 마디 5-6은 두 성부가 비슷한 리듬으로 움직이는 부분

으로 진행방법에 있어 변화를 보여 다.두 성부의 계를 살펴보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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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도,장 3도,단 2도 등 음정 계에서 이 곡들에 비해 훨씬 자

유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마디 7-9는 다시 멜리스마 오르가

눔의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두 성부는 번갈아가며 지속음을 연주하

고 그 외의 성부는 많은 음들이 연주되어 장식 인 효과를 다.마디

10부터는 다시 비슷한 리듬으로 연주되는 구간으로 여기서 두 성부는 자

유 오르가눔 특성이 나타나는 두 번째 곡과 비슷하게 반진행 병진

행의 형태를 보여 다.

<악보Ⅳ-30>Versetto:DixitDominusadNoe:finisuniversecarnisvenit,mm.7-8,

JátékokVI

여기서는 오르가눔과 베르세토의 다성음악 장르 특성이 《야테

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 해 작품에서 나타나는 음

의 진행과 성부의 구성방식을 심으로 분석하 다.

이처럼 쿠르탁은 《야테콕》에서 세음악의 요한 음악 형태인 오

르가눔과 베르세토를 표제로 활용하여 이의 특징 요소를 풍자 으로

사용하는 유희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두 성부의 다양한 결합방식을

보여주는 《야테콕》의 작품들을 통해 그는 서양음악의 모태가 된 장르

를 인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쿠르탁만의 작곡방식으로 표 하

다.

(3)Waltz,JátékokV

《야테콕》에는 1권의 “PreludeandWaltzinC”,“Waltz(1)”,2권의

“Waltz(HommageàShostakovich)”,“Waltz(2)”,5권의 “Waltz”,6권의

“WhaleWaltz”등 다양한 왈츠 작품들이 있다.쿠르탁은 왈츠가 가지는

3박자의 리듬 특성을 부각시키면서 이와 함께 여러 다양한 피아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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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사용하여 통 장르의 개념을 으로 발 시키고 변형하

다.

다음은 《야테콕》에서 왈츠를 표제로 가지고 작곡된 곡들이다.

작품집 곡명 특징

I

PreludeandWaltzin

C

통 인 형태의 음기보,C음만을 가지고 음역

의 변화,악상의 변화로 왈츠의 특성 표 .

Waltz(1) 리산도 기법으로 왈츠를 표 .

II

Waltz(Hommage à

Shostakovich)
클러스터 기법 사용,3박자 느껴짐.

Waltz(2)

손바닥 가장자리로 단독음들 연주,각 마디마

다 음의 묶음이 여러 가지,모두 3박자 형태는

아님.

V

Waltz

기본 으로 3박자 형태 계속 유지,8분음표들

의 다양한 아티큘 이션과 함께 다양성 추구,

슬러 표 에 유의.

Valse (la sauterelle

dévote)

앞의 곡을 왼손으로만 연주하도록 지시,앞 곡

에 비해서 꾸 음들이 더 첨가.

VI Whale-Waltz
3박자,쉼표 사용 많음, 이즈 표 에 유의,

통 기보형태.

VII
Waltz(2)

-revisedversion

2권의 Waltz(2)의 개정 ,자세한 이즈

지시와 함께 두 마디 첨가.

<표Ⅳ-8>《야테콕》에 실린 Waltz표제곡들

《야테콕》5권의 왈츠는 1,2권에 실린 왈츠들에 비해서 리듬 으로

훨씬 복잡하고,상세한 아티큘 이션이 기보되어 있다.왼손은 기본 인

왈츠의 3박자 리듬을 두 옥타 가까이 되는 큰 상행 도약음정으로 연주

하는데,오른손은 왼손과 다르게 반진행하면서 한 옥타 를 넘는 하행

도약음정을 연주하고 있다.마디 1-6에서는 각 마디 첫 박의 오른손에 8

분 쉼표를 사용하여 오른손과 왼손의 리듬이 서로 독립되게 만들며,함

께 춤을 추는 트 처럼 묘사하 다.마디 6-8의 오른손에서는 E음을

반복하는 가운데 그 사이사이에 큰 하행 도약음들을 첨가하고 있으며 오

른손과 왼손은 유니즌으로 E-C-G-E-C음의 진행을 보인 후 마디 8의 G

음에 도착한다.이 때 작곡가는 오른손의 G음이 왼손의 G음보다 낮게

연주되도록 하여 양손이 교차되도록 의도하 다.이 곡은 마디 8의 G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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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 으로 두 부분으로 나 어지는 구성을 띠고 있는데 마디 9에서 왼

손과 오른손이 두 옥타 간격의 같은 음을 병진행한 후 마디 10부터는

마디 1-5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이처럼 5권의 “Waltz”에서는 왈츠라는

기본 3박자의 춤곡에 도약으로 이루어진 반진행과 병진행이 다양하게 사

용되면서 음의 진행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악보Ⅳ-31>Waltz,JátékokV

5권의 다른 왈츠인 “Valse(lasauterelledévote)”는 앞에서 설명

한 “Waltz”를 오른손 한 손으로만 연주하도록 수정한 작품이다.마디 4,

5,9에서는 꾸 음을 더하여 양손에서 유니즌으로 울리는 음을 한 손으

로 연주할 경우에도 비슷한 음향을 내도록 달리 구성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이처럼 쿠르탁은 원래 있던 독주곡을 두 명의 연주자를 해 편곡

하기도 하지만 동일한 곡의 연주 방법을 다르게 하여 다른 효과를 내도

록 의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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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사용을 보이는 표제곡들 곡수 내재된 공통 특징

Flowersweare... 18
모토(motto)선율이 존재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

OutandIn(1),(2) 2
음정 계가 었다 늘었다 하는 형

태.

LittleChorale(1),(2) 2 코드 진행.

Playing with overtones (1),

(2),(3),(4)
4

배음의 특징에서 착안,긴 지속음

에서 다양한 음이나 화음이 배음

처럼 울리는 주법 형태.

<악보Ⅳ-32>Valsemm.1-10,JátékokV

이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테콕》은 다양한 연주형태,음악장

르와 형식 특성을 토 로 작품을 구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쿠르탁은

동일한 장르의 표제를 가지는 곡들이 다양한 내용과 성격을 내포하도록

작곡하 다.아울러 각 장르의 특징을 토 로 그의 음악 어법을 결합

함으로써 작품에 다양성과 생명력을 부여하 다.

1.4.반복되는 주제의 표제작품

《야테콕》작품집에는 같은 제목을 가진 여러 작품들이 연결된 구

성이 아닌 산발 형태로 실려 있다.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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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tz 6 왈츠의 장르 특성이 곡에 내재.

Portrait(1),(2),(3) 3
긴 지속음들이 성부를 더해가면서

생기는 음향 울림.

Sound and Sound-ball (1),

(2)
2

공처럼 울리는 소리 덩어리들이 클

러스터로 표 .

Knots (1), (2), Stubborn

Knots
2

매듭처럼 2개,혹은 3개의 음으로

구성된 불 화음들이 연속해서 등

장.

Quarrelling(1),(2),(3),(4) 4

빠른 음형,강한 아티큘 이션을 사

용한 부분과 조되는 부분으로 구

성.

Playing with basicelements

(1),(2)
2

다양한 쿠르탁의 연주기법들이 나타

남.

HommageáPaganini+two

pianoversion
2

두 명의 연주자가 솔로곡을 시간차

를 두고 연주하는 형태.

Shadow play (1),(2),(3),

...and once again:

Shadow-play

4

그림자처럼 곡에서 지속음을 연주한

후 계속해서 다른 음악 요소들이

등장.

Sorely(1),(2) 2

심음과 그 이외의 음들이 분산화

음 형태의 8분음표로 진행,여기에

다른 요소들이 더해짐.

Fifths(1),(2),(3) 3 5도가 곡을 이루는 요소.

Dirge (1), (2), two piano

versions
4 반음계의 사용,애가 성격.

Hommage à Farkas Ferenc

(2),(3),(4)
3

헝가리 민요 요소의 향. 편

기본 요소들이 곡 체를 구성하는

형태.

Fundamentals(1),(2) 2 인성이 포함된 음악진행 형태.

A Voiceinthedistance(1),

(2),(4)(Hommage á Alfred

Schlee)

3

알 도 슐리(AlfredSchlee)를

한 헌정작품 시리즈,“A Voicein

thedistanceIII”는 그의 90세 생일

을 추모한 곡이며 “A Voiceinthe

distanceV”는 그의 죽음을 추모하

기 한 악 사 주곡.

<표Ⅳ-9>《야테콕》에서 같은 표제를 사용하고 있는 곡들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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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lowersweare...”과 련된 표제작품들

“Flowersweare...”는 《야테콕》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세계에서도

매우 요한 작품이다.이 곡은 《ThesayingsofPéterBornemisza,

Op.7》에서 처음 시작된 곡으로 “Flowersweare...”의 표제는 작품

의 텍스트에서 따온 것이다.

“delicateasablossom is,orasshadowsare,oragossamer,

likeadream is,manisnothing.Flowersweare.”

<악보Ⅳ-33>Flowersweare의 원곡,《ThesayingsofPéterBornemisza,Op.7》

쿠르탁은 피터 보르네미스자의 텍스트에서 따온 “Flowersweare...”

라는 표제에 해 “인생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은 유한하며,마치 꽃처럼

짧게 자신의 인생을 꽃피웠다가 죽는 것에서 감을 얻어 ‘Flowerswe

are,,,’을 표제로 사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음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93)

《ThesayingsofPéterBornemisza,Op.7》의 한 선율에서 따온

“Flowersweare...”는 《야테콕》1권의 첫머리에 “Motto”로 선율이 따

로 제시되어 있을 정도로 체 작품집에서 요한 요소로 쓰인다.

“Flowersweare...”는 작품집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며,완 히

같은 제목으로 쓰이거나 제목을 약간 변형해 쓰는 경우를 통틀어 총 18

곡이 이 모토선율의 변주로 나타난다. 한 쿠르탁은 이 선율을 《야테

93)2013년 12월 12일 진행된 로날드 카바 와의 서면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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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뿐만 아니라 《Stringquartet,Op.28》의 여러 악장들에서도 다시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Flowersweare...”에서는 《야테콕》의 체 인 특징인 단순성과

함축성이 잘 드러난다.“Flowersweare...”의 모토선율은 상승하고 하강

하는 세 개의 음그룹으로 총 8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는 이후에

사용되는 같은 표제곡들에서도 지속 으로 나타나는 요소이며,이러한

공통 을 토 로 모토선율과 표제곡들과의 한 연 성을 찾을 수 있

다.94) 한 이 모토선율은 매우 짧고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변주

가능성을 내포한다.

<악보Ⅳ-34>모토선율의 음그룹과 각 역할

모토선율의 음악 특징은 총 4개로 정리해볼 수 있다.첫째로 쿠르

탁은 8개의 음으로 구성되고 3개의 음그룹으로 나뉘는 이 선율이 (음악

)질문과 답,그리고 코다의 형태를 띤다고 언 했다.95)쿠르탁의 해

석에 따라 이 모토선율을 살펴봤을 때 첫 번째 음그룹인 G#과 E음은 처

음 제시되는 음형이자 해결되어야 할 진행이며 두 번째 음그룹인 E♭,

G,F음은 앞의 음그룹에 한 답이다.이는 3도 하행하는 것으로 구성

되었던 첫 번째 음그룹이 단 2도의 순차진행으로 연결된 두 번째 음그룹

에서 반 로 3도 상행하는 것으로 쓰 고,3도 상행해서 도달한 G음에서

F음으로 진행해 해결되는 듯한 양상을 보인다는 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세 번째 음그룹인 D♭,D,B♭음은 첫째,둘째 음그룹이

한 련이 있었던데 반해 긴 음가로 종지를 향해가는 듯하다.(그러나

사용된 음끼리의 계에 있어서는 두 번째 음그룹의 장 3도+장 2도와

비슷하게 단 2도+장 3도를 이루고 있다.) 한 가사에서도 이러한 근거

94)Bjerkern,“PoeticFragments:GyörgyKurtág'sJátékokforPiano,”pp.9-11.

95)Vargaed.,GyörgyKurtág:threeinterviewsandLigetihomages,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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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을 수 있다.첫 번째 음그룹에 해당하는 가사는 ‘Flowers’이고 두

번째 음그룹에 해당하는 가사는 ‘weare’이다.따라서 마치 질문처럼 제

시된 ‘Flowers’라는 단어는 이에 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이를 두 번째

음그룹의 가사인 ‘weare’가 설명해 주는 것이다.세 번째 음그룹에 해당

하는 가사는 ‘frailflowers’로 앞의 가사와는 다른 어구이다.따라서 쿠르

탁의 해석과 같이 각 음그룹을 질문과 답,코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악보Ⅳ-35>모토선율에 내재된 두 개의 선율

모토선율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선율을 두 개의 선율로 분석 가능하

다는 것이다.모토선율의 계이름만 보면 G#-E♮-E♭-G♮-F♮-D♮-D

♭-B♭이다.여기서 반음계와 유사한 두 선율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한

선율은 G#[-E♮-E♭]-G♮-F♮[-D♮-D♭]로,‘G#-G♮-F♮’이고,다른

선율은 [G#-]E♮-E♭[G♮-F♮]-D♭-D♮-B♭로,‘E♮-E♭-D♭-D♮

-B♭’이다.이 두 선율은 짧지만 반음계를 심으로 진행하고 있다.세

번째 특징은 두 성부로 보는 을 통해 만들어진 두 선율이 완벽히 반

음계로 진행하지 않고 음계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첫 번째 선율은

‘G#-G♮-F♮’로 구성되는데 이때 F#으로 반음계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F♮로 회피되고 있고,두 번째 선율 한 ‘E♮-E♭-D♭-D♮’로 구성되

어 ‘E♮-E♭-D♮-D♭’로 순차 으로 반음계 하행하는 게 아니라 D♭로

회피되었다가 D♮로 진행한다.마지막 B♭음은 반음계에 의한 선율이라

기보다는 곡의 마무리를 지어주는 종지 역할의 음에 가깝다.이 듯

완벽한 반음계 순차진행을 보이지 않는 모토선율의 특징은 이후

“Flowersweare...”표제곡들에서도 계속해서 사용된다.

마지막 특징은 《야테콕》1권의 첫머리에 모토선율이 제시될 때 선

율과 동시에 가사가 함께 제시되었다는 것이다.모토선율에는 “Flowers

weare,frailflowers”라는 가사가 제시되어 있는데 사실상 피아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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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품집으로 만들어진 《야테콕》에 가사는 불필요하다.그럼에도 불

구하고 쿠르탁이 피아노 작품집의 모토선율에 이 가사를 함께 어놓은

것은 이 가사와 가사의 상징을 요하게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우리는

(사람은)부서지기 쉬운 꽃과 같다’는 내용인 이 가사는 꽃,연약함,우리

(사람)의 연약함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쿠르탁이 이 표제로 총

18곡이라는 많은 곡을 작곡한 데는 선율의 음악 흥미로움뿐만 아니라

이 표제의 상징도 분명히 큰 향을 미쳤을 것이며,따라서 곡을 분석할

때 이 표제의 키워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Flowersweare...”에 바탕을 두고 작곡된 곡들 에는 완 히 동일

한 표제로 된 곡들도 있지만,“Flowersalsothestar...”,“A Flowerfor

Nuria”등 변형된 표제로 쓰인 곡들도 있다.비제르칸(XakBjerkern)은

이 표제의 작품들에 해 다음과 같이 언 했다.

“‘Flowersweare...’을 바탕으로 작곡된 모든 곡들은 음악 으로 매

우 단순하고 한 개나 두 개로 구성된 간단한 단선율로 이루어져 있

으며 여린 악상과 이즈의 연결 등을 통해 매우 연약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그리고 이 작품들은 《야테콕》의 특징인 ‘여림,연

약성’을 가장 잘 보여 다.”96)

《야테콕》작품집 체에서 “Flowersweare”과 같거나 유사한 표

제를 쓰는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96)Bjerkern,“PoeticFragments:GyörgyKurtág'sJátékokforPiano,”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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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곡수 곡명

Ⅰ 6곡

FlowersWeAre,FrailFlowers...(1),(2),(3),(4)97)

...Flowersalsothestar...

...andoncemore:FlowersWeAre...

Ⅴ 5곡

VirágaVirág...“(FlowersandFlowers)

Flowersweare...(inmemoriam ÁrpádIllés)

AFlowerforGabriellaGarzó"

Flowers we are...(from the Sayings of Péter

Bornemisza,III.3.)

Liketheflowersofthefield...

Ⅵ 1곡 AFlowerforNuria

Ⅶ 2곡
AFlowerforMarta

Flowersweare...Mijakónak

Ⅷ 4곡

Flowersweare...[embracingsounds]

Flowersweare...(forMiyako)

Flowersweare...[aliomodo]

Flowers we are...-for piano,uprightpiano and

percussion

<표Ⅳ-10>Flowersweare...의 아이디어로 작곡된 곡들의 목록

1)《Játékok》Ⅰ

1권에는 “Flowersweare...”표제와 련된 곡들이 총 6곡 실려 있

다.1권의 모든 곡은 한 단의 보표로 극도의 단순화된 구성을 보이고 있

으며 1권의 “Flowersweare...”들은 순서 로 이어지지 않고 마치 편

처럼 산발 으로 작품집에 퍼져있다.이는 《야테콕》의 체 특징

하나인 ‘편성’과도 일맥상통한다. 한 이 곡들은 “Flowersweare...”

의 모토선율을 바탕으로 작곡되었지만 표 방식에 있어서는 각 곡의 독

자 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Flowersweare,FrailFlowers...(1)”은 클러스터로 음들을 구성하

여 략 음높이만을 보여주는 (1a)와 구체 인 음높이가 지정되어있는

(1b)로 구성되어 있다.(1a)와 (1b)는 음들이 움직이는 방향과 략 인

음간격이 비슷하며 두 곡 모두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페달을 밟고 연주

97)1권의 Flowers작품 1,4는 1a,1b,4a,4b로 나 어져 있으나 한 곡으로 취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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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어있다.이 곡은 모토선율의 음정 계와 음그룹, 략 인 리듬을

유사하게 사용하면서도 음고의 변화를 통해 모토선율의 음악 내용을

보다 확장시켰다.오른손과 왼손의 교 연주,음역의 극단 변화,

이즈의 슬러 표시를 통한 시각 ,청각 효과가 나타나며 이러한 새로

운 특징들은 “Flowersweare...”표제의 곡들을 변주하는 다른 토

가 된다.

<악보Ⅳ-36>Flowersweare,FrailFlowers...(1b)

음의 구성면에서는 총 7개의 음이 2개,3개,2개씩 슬러로 연결되어

모토와 같은 세 개의 음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이

한 질문과 그에 한 답,그리고 코다로 볼 수 있다.슬러로 나뉜 음그

룹을 기 으로 분석했을 때 이 곡은 깔때기 모양(funnelshapes)으로 넓

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진행이 악보 상으로, 연주할 때 나타나는 시각

인 효과 한 쿠르탁이 즐겨 사용하던 기법이다.곡을 구성하는 7개의

음은 두 개의 음계로 구성(G-F-E-D,A-B-C)되어 있는데 모토선율의

순차 진행하는 반음계와 달리 순차 진행하는 온음계(diatonicscale)로만

구성되어 있다.온음계로 구성된 음계를 사용하는 신,쿠르탁은 수평

인 진행에 있어서 모토선율의 3도와 2도 진행 이외에도 가운데 그룹에

증 4도를 사용하고 있다.그는 증 4도를 사용해 온음계 안에서의 긴장을

극 화 시킨 후 코다 역할의 마지막 음그룹에서 장 2도의 순차진행을 통

해 음악 해결을 보여 다.“Flowersweare,FrailFlowers...(1)”은 극

단 으로 단순한 온음계 스 일이나 멜로디를 사용하던 쿠르탁의 작곡

스타일을 잘 보여주고 있다.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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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salsothestars...”는 6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 곡과

는 다른 진행 방식을 보여 다.구성음 면에서 이 곡은 무척 단순하다.

C음에서 시작되어 마지막 꾸 음 B♮음을 제외하고는 12음 하행 반음계

로 진행되며 결과 으로는 2옥타 아래의 C음으로 끝난다.꾸 음을 제

외하고 살펴보면 구성음은 모토선율과 같은 8개로 이루어져 있으나 수평

진행에 있어서 모토선율과 달리 순차 으로만 이루어져 있다.슬러로

이어진 음그룹들은 꾸 음과 온음표로 구성되어 있고 각 그룹의 음역

는 계속 바 다.그룹으로 묶이지 않은 음은 2개가 나오는데 한 음은 곡

마지막의 C음이고,하나는 한 옥타 를 정확히 반으로 나눴을 때 간음

이 되는 F#음이다.F#음을 꾸 음 없이 테 토로 연주하게 한 것은 이

곡의 심이자 옥타 의 심인 F#음을 음악 으로 강조하기 함이다.

한 단음으로 나오는 F#과 마지막 C음 바로 앞의 G와 C#음들은 온음

표가 아닌 테 토 스타카토로 연주하게 되어 있고 이는 다음에 나올 F#

과 C음을 강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악보Ⅳ-37>...Flowersalsothestars...,JátékokI

“Flowersweare...(2)”는 꾸 음을 포함하는 3마디의 짧은 곡이다.

이 곡에서는 완 4도와 단2도 화음을 사용해 “Flowersweare...”시리

즈 에서는 처음으로 화음을 사용한다.수직 인 음정을 강조하기 해

구성음들의 그룹이 바뀔 때마다 페달을 다시 르도록 특별히 자세하게

지시되어 있다.음그룹의 구성은 2,2,1,1,1개로 이루어져 있으나 음악

인 진행으로 살펴봤을 때 모토선율과 같은 2개,3개,2개의 음으로 구

98)Grmela,“ExploitingMaterialtotheMaximum:PitchStructureandRecallinKurtág's

instrumentalMusic,”pp.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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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세 개의 음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즉 음악 진행

은 첫 번째 그룹에서 순차 인 단 2도로 시작되며 두 번째 그룹에서 단

3도의 진행과 불 화음의 꾸 을 받는 새로운 화음인 완 4도가 음악

긴장감을 조성한 뒤 세 번째 그룹에서 단 2도 계의 두 화음이 pp의

악상으로 연주되며 음악을 해결하는 형태이다. 한 모토선율에서 사용

된 순차진행들은 수직 단 2도 화음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마지막

으로 “Flowersweare...”표제 작품들의 기보상 특징인 음악 제스처,

즉 슬러를 곡선이 돋보이게 기보해 이즈를 시각 으로 구 하는 것

은 “Flowersweare...(2)”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악보Ⅳ-38>FlowersWeAre...(2),JátékokI

“Flowersweare...(3)”은 8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토선율과는 다

른 구성을 보인다.앞서 살펴본 곡들은 모토선율 자체를 기본형으로 두

고 이를 변주해나갔다면 이 곡은 모토선율의 음계의 구성 원리를 기본형

으로 두고 작곡된 곡이다.단선율인 모토선율에서 음들은 음이 나오는

순서 기 으로 봤을 때는 3개의 음그룹으로 묶을 수 있지만,계이름과

각 음가를 고려해 분석한다면 2개의 짧은 음계를 찾을 수 있다.(65-66쪽

참고)“Flowersweare...(3)”은 모토선율에서 찾을 수 있는 ‘음계’라는

아이디어에서 생된 작품이다.이 곡 역시 선으로 기보된 슬러를 한

이즈라 봤을 때 첫 번째 이즈에 등장하는 음은 F#-G#-A#,두

번째 이즈는 E-F#-G#-A#-B, 세 번째 이즈는 오른손의

G-A-B-C,G-A-B-C-D와 왼손의 D-D#-E-F#,C-D-E-F#으로,한 음

씩 상행하는 스 일과 하행하는 스 일이 동시에 나타나며 더불어 구성

음의 개수가 증가하고 음역 도 아래로 넓어지는 형태를 띤다.구성음



- 91 -

들은 이처럼 장 2도와 단 2도 간격으로 쌓아올려지면서 온음계 클러스

터를 형성하고 있다.이 곡에서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구성음들을 한 페

달로 이어서 연주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이는 효과 으로 클러스터 음

향을 구 한다.음그룹을 살펴보면 모토선율과 같이 세 개의 음그룹으로

나뉘어 있지만 구성 방식에 있어서는 2,2,3개의 음구성으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악보Ⅳ-39>FlowersWeAre...(3),JátékokI

“Flowersweare...(4)”는 두 개의 버 으로 작곡되었는데 수직 인

울림과 수평 인 진행이 동시에 사용된 (4a)와 이것의 단순한 버 인

(4b)로 나뉘어져 있다.(4a)는 3마디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디 1-2의 두

번째 음까지는 수직 인 화음의 울림을 통해 수직 인 연결이 시되고

있으며 이후 마디 2의 마지막 세 개의 8분음표에서 시작되는 두 번째 부

분은 음들이 하나씩 울리면서 수평 인 연결로 이루어져 있다.즉 수직

울림으로 구성된 앞부분의 음들과 수평 인 음들의 울림을 보여주는

뒷부분의 음들은 3마디의 짧은 작품 안에서 조를 이루고 있다.

<악보Ⅳ-40>FlowersWeAre...(4a),Játék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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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음들을 살펴보면 사용된 음들 사이의 수직 수평 계는 모토

선율에서 사용된 단 2도와 장 3도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마디 1을 구성하고 있는 수직 인 화음의 구성음을 살펴보면,

D-D#-E,F#-A#-B,G#-C-C#으로 단 2도와 장 3도 간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마디 2-3의 꾸 음 역할의 8분음표들을 제외하고 수평 인 진행

을 이루고 있는 F-G-E음들 역시 장 2도와 단 3도 간격을 보인다.이처

럼 수직 인 진행과 수평 인 진행의 비로 구성된 “Flowers we

are...(4)”는 화음의 구성 진행에 있어서 모토선율과의 연 성을 보여

다.

“...andoncemore:FlowersWeAre...”은 2마디로 이루어진 곡이다.

마디 1은 완 5도의 긴 지속화음이 ff로 연주되며 마디 2는 이와는 조

으로 극단 인 ppp의 악상으로 완 5도,완 5도,단 2도,단 2도를

이루는 5개의 수직 인 화음들로 구성되어 있다.마디 1이 지속화음으로

나타나는 반면,마디 2는 양손에서 이루는 화음이 계속 변하면서 진행되

고 있다. 한 마디 2의 오른손,왼손의 진행방법에서 쿠르탁의 작곡기법

특징이 잘 드러난다.즉 마디 2의 오른손에서는 음정이 마치 방사형

처럼 (혹은 데크 센도 모양처럼) 어들고 있는데 이는 “Flowers

weare..”표제곡들에서 드러나는 특징 하나이다.쿠르탁은 이러한 음

정 계를 ‘굴뚝모양’에 비유하기도 했다.왼손에서는 리디안 음계로 이루

어진 테트라코드가 하행진행을 한 뒤 F#음으로 도착한다.99)페달의 사용

을 보면,쿠르탁은 곡 체를 한 페달로 유지함으로써 수직 울림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들리게 의도하 다.

99)Weber,GyörgyKurtág,Játékok,ECM Records.1997.CompactD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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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41>...andoncemore:FlowersWeAre...,JátékokI

이처럼 1권에는 10마디 이하로 구성된 극도의 단순한 형태의 곡들이

산발 인 형태로 실려 있고 이 곡들은 음형,작품의 구성방법,리듬 등

다양한 면에서 모토선율과의 공통 을 가지고 있지만 작곡기법의 사용에

있어 다양한 활용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집 곡수 곡명 특징 양상

Ⅰ 6

Flowers We Are,

FrailFlowers...(1)

모토선율과 가장 유사한 곡으로 모

토선율을 넓은 음역 로 변화시킴.

Flowers We Are,

FrailFlowers...(2)

음들의 이즈에 있어 다른 사

용,첫 두 이즈는 수평연결,그

뒤 세 음은 각각의 수직 울림을

사용.

Flowers We Are,

FrailFlowers..(3)

모토선율의 구성원리 음계를 사

용한 곡,클러스터 음향을 만들어냄.

Flowers We Are,

FrailFlowers...(4)
수직,수평 연결의 혼용.

...Flowers also the

star...

꾸 음 사용,12음을 모두 사용한 하

행음계 보임.

...and once more:

FlowersWeAre...

지속음 형태의 화음과 수평 진행

을 보이는 화음들의 조.

<표Ⅳ-11>《야테콕》1권에 등장하는 Flowersweare... 련 표제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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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Játékok》Ⅴ

5권에 실린 곡들은 “Flowers”를 포함하지만 표제에 있어 변형을 보

이고 있으며 음의 개 양상이나 작곡방식에 있어서도 확장된 모습을 보

이고 있다.따라서 작품의 길이나 내용 측면에 있어서 1권에 실린

“Flowersweare” 련 표제곡들보다 길이도 길어지고 내용 으로도 다

양해진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FlowersandFlowers...”는 9마디의 구성을 보이는 곡으로 곡의 내

용 측면에 따라 마디 1-5와 마디 6-9의 두 부분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각 부분은 음의 진행과 페달의 사용에 있어서 조를 보이고

있다.첫 부분은 “Flowersweare...(3)”에서 보여주었던 모토선율의 ‘음

계’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구성을 보인다.다시 말해 지속음을 통해 수평

인 진행이 시되고 있는데 이 때 오른손은 G,A♭,B♭,B♮,C음을

더해가면서 단 2도와 장 2도를 쌓아올린 온음계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왼

손에서는 G지속음에 B음이 더해져서 장 3도 간격의 화음을 지속하고 있

다.마디 1-5에서 사용된 단 2도,장 2도,장 3도의 수직,수평 음정

계는 모토선율의 음정 계가 다시 사용된 것이다.

마디 6-9인 두 번째 부분은 반음 간격의 음들이 넓은 음역에 걸쳐

퍼져서 한꺼번에 울리는 화음덩어리들과 단음들이 번갈아서 나오는 형태

를 보여 다.이 때 12개의 반음을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양손의 음역

의 조를 통해 수직 인 음향의 울림이 특징 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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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42>FlowersandFlowers...,JátékokV

“Flowersweare...(inmemoriam ÁrpádIllés)”는 마디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선이 그려져 있고 그마 도 모두 완 히 그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마디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이즈를 나 는 기 이 되었던 과

장된 슬러는 이 곡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이 곡은 “Flowersweare...”

표제곡 에서 다른 곡과 달리 베베른(A.Webern)이 즐겨 사용했던

묘 인 음표의 사용을 보인다.각 음들은 이즈를 보여주기보다는 모

두 쉼표와 함께 사용되어 이즈를 이루지 않고 분 되어 나타난다.

음역 는 계속해서 2옥타 이상 변화하면서 극단 인 조를 보여주며,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scarcelyaudible)’의 작은 소리로 연주하도록 지

시되어 있다.앞서 살펴본 “Flowersweare...”의 모토선율과 그에 한

비제르칸의 해석을 생각해봤을 때 이 곡은 극단 인 제를 통해 아주

여린 음향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한 곡을 구성하고 있는 음들은

모두 단 2도 계를 보여주는데 이는 수평 으로 두 음이 연결되거나 수

직 으로 두 음이 동시에 울릴 때 모두 그러하다.이는 음계의 마지막은

반음계 진행이 회피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반음계 순차

진행이 두드러지는 모토선율과의 연 성을 보여주는 좋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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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43>Flowersweare...(inmemoriam ÁrpádIllés),JátékokV

“A FlowerforGabriellaGarzó”에서는 음 에 원곡 표제에 사용된

가사인 “Virágazember...jaj!”,“Virágazember...Ó,jaj!”(Flowers

we are...Flowers we are...yah!)가 붙어있다.모토선율이 본래

“Flowersweare...”라는 가사에 붙은 선율이었음을 고려할 때 쿠르탁이

이 표제와 선율을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음악 요소에 한 흥미로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이 표제가 나타내는 뜻 한 향을 미쳤을 것이

다.따라서 이 곡에서 보다 직 으로 선율 에 표제에 사용되었던 어

구를 어놓은 것은 그 말이 뜻하는 바를 음악 으로 보다 잘 표 하길

원하는 쿠르탁의 의도가 반 된 것이라 볼 수 있다.6마디 이하의 짧은

형태로 A에서 E까지 5개의 버 으로 이루어진 이 곡은 가사의 음 수에

따라 음의 구성은 6,7개로 되어 있으며 자세한 이즈 표시를 통해

음의 그룹을 나타내고 있다. 한 수평 인 음들의 이즈 연결을

해 시각 으로 나타나는 긴 이즈를 사용하고 있으며,곡의 마지막에

사용되는 화음들은 감탄사를 표 하기 한 형태로 곡을 마무리하기

해 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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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44>A FlowerforGabriellaGarzó,JátékokV

“Flowersweare...(from theSayingsofPéterBornemisza,III.

3.)”은 5마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왼손과 오른손이 각각의 수평

선율을 연주하며 두 개의 다른 성부의 진행을 확실히 보여 다.오른손

과 왼손은 2개나 3개의 음들로 묶여진 짧은 이즈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 음들의 수평 음정 계는 모토선율의 첫 두음과 끝 두음의 음정 계

인 장 3도 간격을 이루고 있다. 한 오른손과 왼손은 각각 5개,6개의

세부 이즈를 가지고 있으며 독립 으로 진행되는 두 성부는 어 나

기도 하고 서로 동시에 울리기도 한다.이 마디 1-3의 오른손에서 연

주된 첫 8개의 음은 모토선율과 같은 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음들

의 진행 방향을 반 로 사용하거나 이명동음을 사용하여 변형을 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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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45>Flowersweare...(from theSayingsofPéterBornemisza,III.3.),

JátékokV

“Liketheflowersofthefield(Inmemoriam LigetiIlona)”는 15마

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악 내용에 있어서 많은 변형이 나타난 곡이

다.이 작품은 쿠르탁의 친한 친구 던 리게티의 어머니인 일로나 리

게티(Ilona Ligeti)를 추모하며 쓴 곡으로 《The sayings ofPéter

Bornemisza,Op.7》의 텍스트가 함께 실려 있다.

“Like the flowers of the meadow, like a shadow, like the foam of the 

waves, like a face in a dream as meaningless as we are...”100)

이 곡 역시 직 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모토선율에 내재되어 있는 구

성원리인 음계를 활용해 작곡한 작품이다.그러나 다른 곡들에서 두드러

졌던 단순함과 함축성,간결성은 이 곡에서 잘 드러나지 않으며 곡의 길

이,사용된 음의 개수,텍스처 등이 확장되었다.오른손은 2개,3개,5개

의 음으로 구성된 짧은 이즈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왼손은 보다 긴

이즈로 이루어져 있어 오른손 선율을 큰 단 로 묶고 있다. 한 큰

변화가 없는 음역 ,꾸 음,화음,pp-mf-f등의 다양한 셈여림 등이 사

100) “Mint az mezei viragoc, mint az arnyekoc, mint az buburec, mint az alom, czak 

ollyac vagy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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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 이 곡은 모토선율과 마치 다른 곡처럼 보일 수도 있다.하지만

마디 1-3의 오른손 내성과 마디 2-3의 왼손 선율을 보면 이 음들이 모

두 모토선율에 나왔던 장 2도,단 2도의 음정 계를 심으로 구성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Ⅳ-46>Liketheflowersofthefield(Inmemoriam LigetiIlona)mm.1-7,

JátékokV

이처럼 5권의 “Flowers” 련 작품들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변주된

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개인 인 메시지를 표 하기 한 곡들이 많아

지기 시작하면서 표제에서도 많은 변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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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곡수 곡명 특징 양상

Ⅴ 5

VirágaVirág...

(Flowers

andFlowers)

방사형(굴뚝)모양의 음형,반음 간격의

음정으로 이루어진 음들이 넓은 음역

에 걸쳐 나타나며 독특한 효과.
Flowersweare...

(inmemoriam Árpád

Illés)

묘주의 구성,극단 인 여린 악상의

사용(ppppp).

A Flower for

GabriellaGarzó

가사가 함께 제시되며 온음표들을 연결

하는 긴 이즈가 곡에서 나타남.
Flowersweare...

(from the Sayings

ofPéterBornemisza,

III.3.)

2개 혹은 3개로 이루어진 이즈들이

두 손에서 독립 형태로 진행.

Liketheflowersof

thefield...

모토선율 음계에 한 아이디어를 차

용한 곡,단순함이나 간결함이 두드러지

기보다는 악상,리듬,꾸 음이 자유롭게

사용됨.

<표Ⅳ-12>《야테콕》5권에 등장하는 Flowersweare... 련 표제곡들

3)《Játékok》Ⅵ

6권의 “Flowersweare...” 련 표제곡은 “A FlowerforNuria”한

곡뿐이다.이 곡은 A,B의 두 가지 버 으로 되어 있고 B는 A의 역행으

로 작곡되었다.B의 마지막 음이 C음으로 치된 것만 빼면 B는 A의

완벽한 역행이며,같은 음역 를 사용하고 있다.A와 B의 음구성과 음역

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즈의 형태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곡의 A버 은 “FlowersWeAre,FrailFlowers...(1b)”에서 사용된

음들에 B♭음을 포함해 총 8개의 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즈의 연

결이 서로 맞물리면서 2-3개의 음으로 구성된 5개의 이즈를 표 하

도록 지시되어 있다.이처럼 쿠르탁은 동 인 슬러 기보를 통해 시각

으로도 음악 연결을 효과 으로 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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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47>A FlowerforNuria,JátékokVI

4)《Játékok》Ⅶ

7권의 “Flowers we are...” 표제곡은 “A Flower for Márta”과

“Flowersweare...Mijakónak”두 곡이다.7권에 나타나는 곡들은 8분음

표로 구성되어 있어 이 에 작곡된 “Flowersweare...”작품들에 비해

빨라진 음악 진행을 살펴볼 수 있다.

“A FlowerforMárta”는 마디가 나뉘지 않고 한 마디 안에서 곡이

진행되며 쉼표를 기 으로 나뉘는 7개의 이즈로 구성되어 있다.

이즈는 8분음표 음그룹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평 인 음들의 음정

계는 모토선율에서 나타났던 단 2도,장 2도와 장 3도이며 음표들의 진

행방향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인다. 한 각각의 이즈

들은 왼손,오른손이 교 로 연주되고 있으며 피아니시시모(ppp)악상을

유지하고 있다.이 곡은 음역 의 극단 인 비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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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48>A FlowerforMárta,JátékokVII

“Flowersweare...Miyako”는 10마디로 구성되었고 8분음표로 이루

어진 5개의 이즈로 이루어져 있다. 이즈는 주로 8분음표로 쓰

지만 각 이즈의 첫 음은 온음표로 제시되어 그 이즈의 지속음으

로 쓰인다.온음표는 그 이즈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울리고,8분

음표는 온음표 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곡은 2성부로 진행된

다고 볼 수 있다.각 음들은 한 이즈 안에서 상행과 하행이 순차

으로 나타나거나,상행으로만 이루어져 진행방향에 있어서 규칙성을 보

여주고 있다.각 이즈는 8,7,10,7,7개 음으로 이루어져있으며

5+2+1,5+2,5+3+1+1,7,5+1+1개의 음으로 묶여 불규칙한 형태를 보인

다.이와 같은 불규칙한 형태로 묶여진 8분음표들의 진행은 원곡의 느린

진행과 비되는 것이다.이 때 각 이즈의 지속음과 마지막의 온음

표는 모토선율과 같이 총 8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다.온음표와 8분음

표로 나뉘는 작품의 두 성부는 체로 큰 도약 없이 순차진행하며 이는

모토선율의 구성원리 음계와도 일맥상통한다.온음표들은 F-E-D음으

로 2도 하행진행하고 있으며 마지막 이즈에서는 오른손에서 E♭-A



- 103 -

♭에서 D-G음으로 완 5도의 순차진행 형태로 곡을 마무리하고 있다.

<악보Ⅳ-49>Flowersweare...Miyako,JátékokVII

이처럼 7권의 “Flowers” 련 표제곡들은 모토선율의 음계 특징

을 바탕으로 이 에 등장하지 않았던 빠른 음가인 8분음표 진행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한 이즈를 구성하는 음그룹들이 여러 개 등장함으로

써 곡의 길이와 성부가 확장되고 있다.

작품집 곡수 곡명 특징 양상

Ⅶ 2

AFlowerforMárta
6개 혹은 7개음의 그룹이 이즈의

기본단 가 되며 8분음표가 등장함.

Flowers

weare...Miyako

7-10개의 음의 그룹이 이즈의 기

본단 가 되며 8분음표와 지속음으로

2성부로 진행됨.

<표Ⅳ-13>《야테콕》7권에 등장하는 Flowersweare... 련 표제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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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Játékok》Ⅷ

8권은 두 명의 연주자를 한 작품집으로 총 4곡의 “Flowerswe

are...”표제곡이 있다.8권에서는 표제 뒤에 단어들이 덧붙여지는 방식으

로 표제가 변형된다.8권의 “Flowersweare...”표제곡들은 이 작품집

들에 실렸던 곡들을 두 명의 연주자를 한 곡으로 편곡한 것이며 마지

막 곡에서는 타악기와의 결합을 통해 색다른 음향 효과가 의도되었다.

“Flowers we are...[embracing sounds]”는 1권의 “Flowers we

are...(1)”과 동일한 음과 이즈를 보여 다.이 때 “Flowers we

are...(1)”에서 나타났던 오른손과 왼손의 교 는 연주자들의 교차 연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두 연주자의 팔이 엇갈리는 형태가 나타난다.

두 연주자의 팔이 겹치는 제스처는 이즈를 통한 음들의 연결과 결합

되면서 쿠르탁이 악보에 기보했던 과장된 슬러를 통해 나타나는 제스처

와 연주를 통해 나타나는 음악이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을 보여 다.쿠

르탁은 이와 같은 신체 제스처와 음악 제스처를 뗄 수 없는 요소로

보았으며 두 제스처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음악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보

았다.101)

<악보Ⅳ-50>Flowersweare...embracingsounds,JátékokVIII

“Flowers we are... (for Miyako)”는 7권의 “Flowers we

are...Miyako”를 편곡한 형태이다. 이즈들의 첫 번째 음들은

101)Bjerkern,“PoeticFragments:GyörgyKurtág'sJátékokforPiano,”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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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C음으로 2도 하행진행하고 있는데 이 지속음들은 제 2연주자가

담당하고 있다.곡의 마무리 역할을 하는 두 화음들은 제 1연주자가 연

주하면 제 2연주자 트에서 메아리처럼 다시 울리게 다른 음역에서 연

주한다.이 외에도 “Flowersweare...[embracingsounds]”에서처럼 수평

,선 인 진행의 소리 연결이 요시되며,악보 상으로 2번째 단에서는

한 이즈가 제 2연주자의 오른손과 제 1연주자의 양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이즈의 연결을 한 두 연주자의 음악 호흡이 더욱

요시된다.

<악보Ⅳ-51>Flowersweare...(forMiyako),JátékokVIII

“Flowersweare...[aliomodo]forMiyako” 한 7권의 “Flowers

weare...Miyako”의 활용을 통해 곡을 구성하고 있다.원곡은 제 2연주

자가 연주하고 제 1연주자는 고음역에서 단선율 음들의 진행을 통해 원

곡을 꾸며주는 역할을 담당한다.선 인 진행을 강조한 마디 1-10이후

곡을 마무리하는 역할의 마디 11-13의 [allabreve]는 원곡의 완 5도

진행을 편곡한 부분으로 제 1,2연주자가 주고받는 종 인 화음의 울림

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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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52>Flowersweare...[aliomodo]forMiyako,JátékokVIII

8권의 마지막 곡인 “Flowersweare...-forpiano,uprightpiano

andpercussion”은 악기 구성에 있어서 다른 곡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

다.제 1연주자는 우나 코르다(unacorda)페달을 사용한 그랜드 피아노

로 연주하지만 제 2연주자는 업라이트 피아노에서 연주하는데 가운데 페

달을 밟아 명확하지 않은 음향을 내도록 지시되었다.제 1연주자 부분에

서는 하나의 긴 음가가 지속음 형태로 계속 유지되면서 음들이 겹치며

쌓이는 구성을 보이고 있고 끝까지 유지되도록 지시된 페달의 사용을 통

해 쌓이는 음향의 효과가 더욱 강조된다.반면 제 2연주자 부분에서는

불 화를 이루는 화음들이 순차 으로 반음씩 진행하면서 음향의 미묘한

변화를 보여 다.두 연주자는 교 로 각각의 이즈들을 연주하면서

다른 음향을 강조하다가 마지막 화음을 함께 연주하며 곡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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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53>Flowersweare...-forpiano,uprightpianoandpercussion,JátékokVII

이처럼 8권의 “Flowersweare...”표제곡들은 “Flowersweare...”이

라는 원제목을 그 로 사용하면서 편곡의 주체가 된 곡 혹은 아이디어를

표제 뒤에 첨부하여 각 작품들의 성격을 표시해주고 있다.“Flowerswe

are...”의 제목을 갖는 여러 곡들은 원곡과 연 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작품집에 실린 곡보다 원곡의 특징이 보다 크게 변화하거나 발 된 양상

을 보인다.

작품집 곡수 곡명 특징 양상

Ⅷ 4

Flowersweare...

[embracingsounds]

Flowersweare...(1)의 편곡,신체

제스처가 음악 제스처와 결합.

Flowersweare...(for

Miyako)

7권의 Flowersweare...Miyako를

두 명의 연주자가 나 어 연주.

Flowers we

are...[aliomodo]

7권의 Flowersweare...Miyako에

새로운 단선율이 첨가.

Flowers we

are...-for piano,

upright piano and

percussion

타악기의 추가,두 연주자가 업라이

트 피아노와 그랜드 피아노에서 연

주하도록 지시되어 음향 다양성을

의도.

<표Ⅳ-14>《야테콕》8권에 등장하는 Flowersweare... 련 표제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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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sweare...”의 모토선율을 토 로 만들어진 총 18곡은 8개의

음으로만 이루어진 짧은 모토선율을 쿠르탁이 어떻게 다양하게 변주시켜

나가는지 잘 보여 다.그는 선율 그 자체를 넓은 음역 로 분산시키는

식으로 음역 의 변화를 꾀하고,리듬을 확장 축소해서 곡의 길이를

늘이기도, 이기도 하며 한 손으로 충분히 연주할 수 있는 모토선율을

양손으로 교 로 연주하도록 했고 더 나아가 이를 두 명의 연주자가 연

주하게도 했다. 한 직 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곡을 구성하는 원리가

되는 짧은 반음계와 장,단 2도와 장 3도의 음정 계 한 이 표제로 쓰

인 곡들의 주요한 아이디어로 사용되고 있다.쿠르탁은 “Flowerswe

are...”의 모토선율에 직 으로 드러난 음악 요소와 내재된 음악

요소 둘 모두를 변화,축소,확 해가며 다양하게 변주해나간다.따라서

모토선율과 이를 토 로 작곡된 모든 곡들은 음악 공통 을 가지고 있

고,모토선율과 여기서 생된 곡뿐만 아니라 생된 곡들끼리도 어느

정도의 연결 을 찾을 수 있다.그러나 이 모든 곡들은 한 시기에 집

으로 작곡된 것이 아니며 8권의 거 한 작품집 안에서 산발 으로 나

타나고 있다.《야테콕》 작품집이 쿠르탁의 음악 스 치북,혹은 메모

역할을 했던 것처럼 쿠르탁은 모토선율에서 생된 음악 아이디어들을

자유롭게 기록했고 이는 작품집 체에서 편 으로 나타난다.

(2)HommageàFarkasFerenc(2),(3),(4)

이 곡들은 쿠르탁이 리스트 음악원 재학시 ,그의 작곡 스승이었던

페 츠 르카스(FarkasFerenc)102)를 한 추모곡이다.페 츠 르카

스는 바르톡(B.Bartok)과 코다이(Z.Kodaly)의 향을 많이 받았던 작

곡가로 헝가리의 민속음악에 많은 향을 받은 작곡가이다.쿠르탁 한

헝가리 민속음악에서 많은 향을 받았고103) “Hommage à Farkas

Ferenc(2),(3),(4)”세 곡에는 이러한 헝가리의 민속음악 특징이 드

러난다.

102)페 츠 르카스(FerencFarkas)는 헝가리의 작곡가로 그의 음악 특성은 신고 주의,헝가

리 민속음악,그리고 12음기법으로 표된다.

103)Vargaed.,GyörgyKurtág,ThreeinterviewsandLigetiHomages,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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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ommageàFarkasFerenc104)(2)

“HommageàFarkasFerenc(2)-ScrapsofaColindaMelody-

faintlycollected”는 곡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콜린다(Colinda)의 단편

들로 구성되어 있다.콜린다는 루마니아 지역의 단선율 민속음악으로 단

음 리듬을 가진 2,4개로 구성된 (strophe)과 변화무 한 박자로

이루어지며,각 선율은 정해지지 않은 길이의 숨표로 단된다.105)

“Hommage à Farkas Ference (2)- Scraps ofa Colinda Melody-

faintlycollected”는 콜린다의 한 형태로 트란실베니아 지방의 캐롤을 차

용한 곡이다.106)

“HommageàFarkasFerenc(2)”에서는 짧은 선율의 단편들이 기본

모티 로 사용되며 이것이 계속해서 다른 음정,리듬으로 변화를 수반하

면서 다양한 조합을 이룬 형태로 반복된다.마디 1-5의 첫 이즈는

쉼표에 의해 마무리되는 완성된 형태의 콜린다로 네 개의 음들이 다른

조합을 이루며 연결된 형태를 보여 다.이 4마디 구성의 콜린다는 마디

6-10에서 다시 한 번 완벽한 형태로 반복되나 마디 11이후부터는 콜린

다의 조각들이 일 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즉 이즈의 도

입이나 마무리 마디가 생략된 형태로 한 마디나 두 마디로 구성된 음악

단편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하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다.이 때 이 단

편들은 4도 음정을 심축으로 구성된다. 체 멜로디는 4도 내에서 순

환하는 단순한 단선율이 악상의 변화,이조를 통해 반복된다.이 곡은 단

선율임에도 불구하고 음기둥이 ,아래로 그려져 있는데 이는 오른손과

왼손으로 나 어 연주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한 쿠르탁은 단선율

을 양손으로 나 어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주할 때 2번 손가락으로

만 치도록 지시하고 있다.

104)“HommageàFarkasFerence”표제곡 (2),(3),(4)곡만이 《야테콕》에 실려있다.

105)OctavianCosma,etal."Romania."GroveMusicOnline.OxfordMusicOnline.Oxford

Press,

accessedJune19,2013.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23736.

106)Bjerkern,“PoeticFragments:GyörgyKurtág'sJátékokforPiano,”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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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54>HommageàFarkasFerenc(2)-ScrapsofaColindaMelody

-Faintlycollectedmm.1-14,JátékokIII

이러한 단편들의 형태로 진행되던 곡은 마디 40에서 모티 가 연속

으로 장조,단조,리디안, 리지안,온음계 등의 다양한 형태로 얽 서

길게 나타난 후 하행음계로 곡을 마무리한다.

<악보Ⅳ-55>HommageàFarkasFerenc(2)-ScrapsofaColindaMelody

-Faintlycollectedmm.40-51,JátékokIII

이처럼 “HommageàFarkasFerenc(2)”는 단편 으로 나타났다가

방 사라지고, 다시 짧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방식의 편 단선

율로 이루어져있다.이 선율의 체 인 구성 형태는 헝가리 민속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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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캐롤의 주제 선율은 처음에는 완 한 형태로

나타나다 차 음형의 도입과 마무리가 생략되어 편 으로 음형이 쪼

개지면서 본래의 선율은 본래의 형태를 잃어버린다.107)

2)HommageàFarkasFerenc(3)

“HommageàFarkasFerenc(3)-(evocationofPetrushka)”는 두

개의 조 인 음악 내용이 병치되는 ABABAB의 구성을 보인다.따

라서 조되는 빠르기,악상,음역 와 음악 내용을 가지는 TempoI,

II가 교 로 진행된다.

<악보Ⅳ-56>HommageàFarkasFerenc(3)-EvocationofPetrushkamm.1-3,

JátékokIII

TempoI은 조성 기능이 배제된 온음으로만 구성된 범온음계

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손에서 스트라빈스키(I.Stravinsky)의 《페트

르슈카(Petrushka)》모티 를 연상시키는 복잡한 리듬의 형태가 나타나

고 있다. 한 이 부분은 음계의 사용이나 형식에 있어 민속음악 요소

를 포함하고 있으며 악상은 f로 제시되며 부딪히는 장 2도를 사용해 날

카롭고 강한 분 기를 만든다.

107)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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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57>HommageàFarkasFerenc(3)m.1,JátékokIII

<악보Ⅳ-58>Stravinsky,《Petrushka》,TheShrovetideFair,I.Introduction

마디 2에서 시작되는 TempoⅡ는 ppp의 여린 악상으로 빠른 템포

의 16분음표들의 하행진행으로 구성되며 TempoⅠ과 조 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 부분은 《페트르슈카》의 러시아의 춤(RussianDance)

에 나오는 모티 들의 순차진행을 연상시킨다.

<악보Ⅳ-59>HommageàFarkasFerenc(3)m.2,JátékokIII

<악보Ⅳ-60>Stravinsky《Petrushka》,TheShrovetideFairIV.RussianDance

시작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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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빈스키의 《페트르슈카》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텍스처들은 직

으로 인용되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쿠르탁의 해석으로 각각의 부분

의 특징들이 극 화 재구성되어 나타난다.

3)HommageàFarkasFerenc(4)

-Adoration,Adoration,accurseddesolation

“HommageàFarkasFerenc(4)”는 쿠르탁이 리코더 연주자인 미하

일 할마기(MihályHalmáygi)를 만나 그가 연주한 “Szerelem,szerelem,

játkozottgyötrelem”(Adoration,Adoration,accurseddesolation)를 듣고

헝가리 민요를 회상하며 작곡한 곡이다.108)

헝가리 민속음악109)의 특징인 자유로운 리듬과 언어의 흐름은 쿠르

탁의 음악에서 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특히 그가 지시어로 자주 사

용했던 ‘를란도 루바토(ParlandoRubato)’는 쿠르탁의 고향인 트란실베

니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민속선율 리듬이다.110) “Hommage à

108)Vargaed.,GyörgyKurtág,ThreeinterviewsandLigetiHomages,p.43.

109)헝가리 민속음악은 바르톡과 코다이에 의해 수집되고 체계화되었는데 이들에 의하면 헝가리

민속음악은 를란도 루바토로 표되는 옛 양식의 음악,템포 지우스토 창법으로 표되는 새

로운 양식의 음악,그리고 의 두 양식으로 구분할 수 없는 인 국가(보헤미아,슬로바키아)

의 향 하에 생성된 음악의 세 종류로 나눠진다.그 "Parlandorubato"는 가사의 리듬이

존 되고 세 한 꾸 음과 이야기하는 듯한( 를란도)연주에 의해 자유리듬을 갖는 선율로

표되는 옛 양식의 음악으로 헝가리 민속음악의 특징인 자연스러운 리듬과 언어의 흐름을 보여

주는 음악이다.템포 지우스토로 표되는 새로운 양식의 음악은 19세기 엽 이후에 새로 발

생했다고 여겨진다.옛 양식에서의 향은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부분의 노래는 엄격한

템포 지우스토로 부르고 꾸 도 별로 없지만, 음표가 뒤섞인 형의 리듬도 종종 나타난다.

110)루마니아는 역사 으로 헝가리말을 사용한 지역으로 특히 쿠르탁이 태어나고 자랐던 트란실

베니아는 루마니아 국경 근처에 치한 지방이다.바르톡에 의해 체계화된 헝가리 민속음악 선

율들은 부분 ‘를란도 루바토(parlandorubato)’리듬에 바탕을 두고 있다.(우리가 사용하는

‘parlando’는 이태리어로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노래하라는 지시어이며,기악 음악에서 ‘를란

도’는 말이나 노래하듯이 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민속음악에서의 ‘를란도 루바토’는 훨씬

구체 이고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는 통 인 루마니아 선율의 다섯 종류의 리듬 체계

하나를 뜻한다.‘를란도 루바토’는 이 리듬 체계 가장 복잡한 리듬 형태로 서정 노래

나 웅변조의 비가(declamatory-proselament)에서 발견된다.이 리듬은 음악 흐름에 따라 특

정 음 을 길거나 짧게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즉 《야테콕》에서 나타나는 지시어 ‘를란도

루바토’는 음악에서 자연스러운 리듬과 흐름을 가지고 진행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쿠르탁

이 즐겨 사용한 길이가 정해지지 않은 숨표들 한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한 장치로 볼

수 있다.OctavianCosma,etal."Romania."GroveMusicOnline.OxfordMusic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accessed January 3, 2014,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2373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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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kasFerenc(4)-Adoration,Adoration,accurseddesolation”는 헝가리

민속음악인 자유로운 리듬과 꾸 음을 사용하는 ‘를란도 루바토

(Parlandorubato)’부분과 이와 비되는 엄격한 ‘템포 지우스토(Tempo

Giusto)'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처럼 이 곡은 조되는 두 요소인

노래하는 듯한 ' 를란도’와 춤곡 형태의 ‘템포 지우스토’가 교 로 등장

하는 ABA'B'A''의 구성을 띠고 있다.‘를란도’부분은 꾸 음을 통해

도달되는 오른손의 긴 지속음들과 왼손의 긴 지속음들이 수직 울림을

형성해주고 있으며 매번 조를 통해 다른 조로 변화된다.반면 ‘템포 지

우스토’부분은 빠른 음가의 단선율과 반주 역할을 하는 화음들로 구성

되어 있고 왼손 반주부는 유사한 악구가 두 번 반복되지만 음고와 리듬

등 세세한 요소가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다.

<악보Ⅳ-61>HommageàFarkasFerenc(4)-Adoration,Adoration,accursed

desolation,JátékokIII

이처럼 쿠르탁은 “HommageàFarkasFerenc”를 통해 그의 음악에

공통 으로 나타나는 헝가리 민요의 향을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그는

민요의 직 인용을 보여주기 보다는 민요 특성을 유럽의 음악

통과 결합시켜 두 장르를 모두 포용하는 그만의 음악 언어를 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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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11)

그는 “HommageàFarkasFerenc”표제곡들에서 본래 단순한 구조

던 ‘콜린다’를 길게 확장시키고,완 히 헝가리의 민속음악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동유럽 민속음악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 스트라빈스키

의 페트르슈카를 재해석해 그 특징을 더욱 부각시켰다. 한 헝가리 민

속음악의 형태인 자유로운 ‘를란도 루바토’와 엄격한 ‘템포 지우스토’를

그만의 어법으로 재해석했다. “Flowers we are...”과 마찬가지로

“HommageàFarkasFerenc” 한 동일한 표제,같은 음악 아이디어

에서 출발했지만 다양한 음악 어법으로 변주된다.

(3)Dirge(1),(2),twopianoversions

“Dirge”는 장송 행진곡의 성격을 가진 추모곡으로 《야테콕》3권에

는 “Dirge(1),(2)”가 실려 있으며 4권과 8권에는 “Dirge(2)”가 두 명의

연주자를 한 피아노곡의 형태로 편곡되어 있다.112)

쿠르탁은 헝가리 민속음악을 직 형태로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슬

픔,애처로운 곡조(Sirató)를 통해 작품에서 헝가리 민속음악 요소를

계속 으로 드러내고 있고 이는 《QuasiunaFantasia,Op.27no.1》,

《GrabsteinfürStephan,Op.15c》등의 많은 기악곡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113)《야테콕》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Dirge(Sirato)”라는 직 인

표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Dirge”작품들에서는 공통 으로 장송곡

비가 성격이 극도의 반음계를 사용한 작곡기법과 결합되어 나타나

고 있다.곡에 사용된 ‘Pesante,Parlando’의 지시어들은 헝가리 민속음

악에서 나타나는 용어들로 민속 요소들을 계속 으로 사용하 던 쿠르

탁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Dirge(1),(2)”는 반음계 진행이라는 같은 음악 재료에서 출발한

111)Weber,GyörgyKurtág,Játékok,ECM Records.1997.CompactDisc.

112)4권과 8권의 “Dirge”는 독주곡 “Dirge(2)”가 한 연주자 트를 담당하고 반음계진행이 극

화된 연주자 트가 곡을 보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8권의 "Dirge"는 4권의 곡과 두 연주자

의 역할만 바 형태이다.

113)Grmela,“ExploitingMaterialtotheMaximum:PitchStructureandRecallInKurtág's

instrumentalMusic,”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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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Dirge(1)”에서는 수직 인 화음들의 진행이 주를 이루며 이들은 두

마디 혹은 세 마디의 짧은 이즈들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각

이즈들의 첫 화음들은 반음 계에서 시작하며 여기서 시작된 이즈

는 반진행하며 음정 간격이 벌어진다.이때 화음들의 수평 인 성부 진

행들 한 반음계 순차진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악보Ⅳ-62>　Dirge(1)mm.6-13,JátékokIII　

“Dirge(2)” 한 반음계 순차진행을 하는 오른손,왼손의 독립 인

두 성부로 이루어지는 공통 을 보인다.

<악보Ⅳ-63>　Dirge(2)mm.1-6,JátékokIII　

이처럼 쿠르탁은 ‘반음계’를 “Dirge”표제곡들의 공통 으로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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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가의 사용과 곡의 짜임새를 다양하게 변형한다.“Dirge(1)”에서 4분음

표 음가들이 지속 으로 등장하며 ‘무겁게, 후한(Pesante)’표 을 보

이고 있다면 “Dirge(2)”는 “Dirge(1)”에 비해 음들의 수가 증가하고 훨

씬 짧은 음이 사용된다.리듬에 있어서도 앞 곡에 비해 훨씬 복잡하게

개되는 차이를 보인다.

《야테콕》 4권과 8권에 실린 두 곡의 “Dirge”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Dirge(2)”가 두 명의 연주자를 한 피아노 연주곡으로 확장된

형태의 편곡작품이다.이 곡 역시 극도의 반음계 특성을 찾아볼 수 있

으며 두 명의 연주자의 반음계 연주가 겹쳐져 한층 더 복잡한 음향을 만

들어낸다.

따라서 “Dirge”표제곡들은 후하고 무거운 분 기,장송곡의 특징

을 직 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주로 순차 인 반음계로 진행하는 특징

을 가진다.이러한 공통 을 심축으로 두고 동일 표제곡들은 주요 진

행을 하는 심 음가(4분음표,8분음표 등)를 변화시킨다.곡의 진행방식

에 있어서도 “Dirge(1)”의 마디 6-10처럼 수직 진행을 강조하거나,

“Dirge(2)”의 마디 1-3처럼 두 개의 독립된 선율로 구성해 수평 진행

을 강조하는 등 곡마다의 차이가 두드러진다.그러나 곡 체에 순차

인 반음계가 지배 으로 나타나 이런 진행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Dirge”표제곡들은 그 곡들만의 고유한 분 기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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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제 연주 측면에서의 연구

2.1.음가와 주법을 한 기보법

쿠르탁은 《야테콕》에서 독특한 그만의 기보법을 보여주었다.특히

그림을 연상시키는 그래픽 기보는 매우 상징 이고 복합 인 이미지들을

지니고 있어 연주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수반한다.

《야테콕》에는 쿠르탁이 작품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가와 주법에

한 기보법에 해 설명하는 부분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다.

(1)음가 기보법

먼 음가에 한 기보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 으로 음가를 다양

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 다는 것이다.쿠르탁이 제시하는 음의 길이

는 인 것이 아니라 상 인 길이를 지칭한다. 한 그래픽 기보

로 나타나는 음들의 경우 리듬을 정확히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음가를 갖지 않는다.따라서 여러 음표의 길이는 각각의 개별 악곡과 각

부분에 지정된 빠르기에 근거한 연주자의 단에 따라 연주된다.이에

더하여 《야테콕》에는 음이나 쉼표의 길이 연장을 한 다양한 지시들

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때 연장된 길이는 상 인 것으로 연주자가 잘

단하여 연주해야 한다.114)

114)Wilson,“Kurtag'sinstrumentalmusic,1988-1998,”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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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64>쿠르탁의 기보법

고 과의 연결성을 보여주었던 쿠르탁은 음악어법과 아이디어에 있

어서도 역시 서양음악의 통 음악언어 음악 스타일과의 깊은 연

성을 보여주고 있다.115)그의 기보법에서도 이러한 면이 잘 드러난다.

그의 악보들은 인 그래픽 요소와 기법을 포함하면서도 동시에 그

고리안 성가의 네우마 기보법과 근본 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네우마는 음의 정확한 길이 없이 략 음정만 제시하며 유동

인 리듬을 갖는다.따라서 네우마로 기보된 악보는 음고를 달하지만

음가는 나타내지 못한다.116)이러한 네우마의 특징은 연주자가 《야테

콕》의 작품을 연주할 때 리듬,음정,타이 에서의 유동성과 유사하며

자신의 해석을 바탕으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15)이는 쿠르탁의 음악 모국어가 바르톡에서 비롯되었고 바르톡의 음악 모국어는 베토벤이

라는 언 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Pelo,“AnAnalysisoftheThirdmovemnetofKurtag,”

pp.3-5.

116)민은기외 5인 역,『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서울:이앤비 러스,2007),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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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65> 략 음높이를 표시한 상 음고를 나타내는 기보법으로 기보된

층계송 <만민이 보았도다>

<악보Ⅳ-66>상 인 음고 음역을 보여주는 BasicElements,JátékokI

(2)새로운 주법을 한 기보법

《야테콕》에는 독특한 기보법뿐만 아니라 곡에서 사용되는 주법에

해서도 자세하게 지시되어 있다.

먼 그의 음악에서 가장 독특한 기보법과 다양한 주법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주법으로 클러스터(cluster)를 들 수 있다.쿠르탁은 클러

스터 주법을 기보할 때 2가지 방법을 사용하 다.첫째는 악보에 정확한

음의 범 를 지시하지 않고 략 인 음만을 표시한 것이고,둘째는 최

고음과 최 음을 표시하여 그 범 내의 음을 연주하도록 한 것이다.그

리고 연주자가 손바닥,주먹,팔꿈치 등 다양한 부 를 사용하도록 지시

한다.이처럼 연주자가 어떤 방법으로 클러스터를 연주하느냐에 따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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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할 때의 모션,즉 신체 제스처가 달라진다.이는 쿠르탁이 음악 제

스처 뿐 아니라 연주자의 신체 제스처와 움직임을 고려하여 습에 얽

매이지 않는 새로운 연주법을 제시하 던 것으로 볼 수 있다.117)쿠르탁

은 《야테콕》 1권의 연습을 한 지침서 형태인 ‘Exercises’에서 다양한

클러스터의 연습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17)AlanE.Williams,“MusicTheatreandPresenceinSomeWorksofGyorgyKurtag,”

StudiaMusicologicaAcademiaeScientiarum Hungaricae,T.43,Fasc.3/4(2002),pp.

36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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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의 종류 악보

팔꿈치로 연주하는 클러스터

손바닥을 이용한 클러스터

손가락 혹은 손바닥을

사용하여 정해진 음범 를

연주하는 클러스터

주먹으로 연주하는 클러스터

손바닥이 닿는 면을 바꿔가며

연주하는 클러스터

<표Ⅳ-15>Exercises에 제시된 클러스터들의 종류와 연습방법들

다음으로 언 할 주법은 리산도 주법이다.쿠르탁은 리산도 주

법을 작품에서 빈번히 사용하 는데 이 주법은 물결 모양의 기호를 사용

하여 표시한다.《야테콕》에는 리산도 주법을 연주할 때 연주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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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 와 방식을 지시하기 해 물결 기호와 임시표가 함께 사용된다.

쿠르탁은 리산도를 곡을 구성하는 요한 주법 하나로 취 하 고

작품 안에서 독특한 음향효과를 만들어내기 한 도구로 사용하 다.

<악보Ⅳ-67>쿠르탁의 리산도 기보법

마지막으로 쿠르탁이 《야테콕》에서 사용한 기보법의 특징으로는

가토 이즈에 한 언 을 들 수 있다.그는 실선으로 된 슬러

표시로 가토를 요하게 표 하도록 지시하 다.이 외에도 특별히

선으로 된 이즈 표시로 선 내 음들을 하나의 단 로 들리도록 의

도하 고 양손을 넘나들며 굴곡을 보이는 커 는 두 손이 한손처럼 하나

의 이즈로 연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처럼 쿠르탁은 다양한

이즈의 사용을 통해 그가 평소 시하 던 소리의 연결에 한 요

성을 보여주고 있다.

<악보Ⅳ-68>A FlowerforGabriellaGarzó,JátékokV

의 악보인 “A FlowerforGabriellaGarzó”에는 실선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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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 선을 사용한 이즈,커 모양의 이즈 등 다양한 그의

이즈 표시법이 모두 나타난다.특히 양손을 넘나드는 커 모양의

선 이즈는 양손을 한손처럼 연주하도록 의도한 것으로 선 안의

모든 음들은 하나의 구성단 (unit)로 연결되도록 연주해야 한다.

쿠르탁은 《야테콕》에 개인의 술 세계를 투 하 으며 다양한

주법의 활용을 통해 피아노라는 악기의 다양한 도구 가능성을 실험하

다.Ⅳ.2장에서는 클러스터, 리산도 등 피아노 연주기법이 두드러지

게 나타난 작품들과 신체 제스처,두 명의 연주자를 한 곡을 연주할

때 생길 수 있는 타이 의 문제 등 《야테콕》에서 특징 으로 드러나는

연주실제 인 측면에 해 살펴 볼 것이다.

2.2. 리산도 기법

(1)Perpetuum mobile(objettrouvé),JátékokI

‘Perpetuum mobile’는 19세기 이후의 기악곡 는 악장으로 한국어

로는 ‘무궁동’이라 불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길이와 빠르기의 음표로

진행하는 곡을 지칭한다.“Perpetuum mobile”는 같은 빠르기의 선율의

반복을 통해 무한 로 움직이는 느낌을 다.118)“Perpetuum mobile”라

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끊임없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리

산도 기법을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오른손은 상행하는 리산도,왼손

은 하행하는 리산도를 계속 연주함으로써 상행,하행하는 리산도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쿠르탁은 이 리산도들

을 음역 의 확장과 축소를 반복해서 사용하며 이를 통해 리산도의 음

폭과 속도를 조 하도록 했다. 한 쿠르탁은 건반을 훑고 지나가며 넓

은 음역 를 아우르는 리산도를 하나의 놀이처럼 활용하여 제목에서

연상되는 끊임없는 움직임을 통한 음향 효과를 보여 다.이처럼 그는

작품을 논리 구성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리산도만으로 이루어

진 일종의 ‘리산도 놀이’와 같은 개념으로 근했다.그러나 이는 단순

히 일차원 인 놀이가 아니며,놀이와 더불어 리산도만의 음악 효과

를 탐구하고 리산도의 움직임에 의해 만들어지는 음향을 자유자재로

118)『음악용어사 』(서울:삼호출 사,1992),“페르페투움 모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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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해 리산도 기법이 강조된 특별한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Perpetuum mobile”는 세 부분(AAA')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분

은 리산도 음역 의 확장과 축소를 거친 뒤 작은 형태의 리산도가

반복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A부분은 도돌이표로 두 번 제시되며 A

부분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작은 리산도는 음역의 팽창과 수축 없이 같

은 음역에 머물러있고 크 센도와 디크 센도로 악상에 변화를 주어 계

속되는 리산도의 움직임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

A'부분은 A부분과 같은 형태를 보이다가 코다의 역할을 하는 부

분이 첨가된 형태이다.A와 A'부분의 리산도들은 계속 반복되면서 최

고,최 음의 구분을 통해 음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그 차이는

악보 상에서만 구별가능하고 연주할 때는 정확히 어느 범 의 음을 연주

하는지 사실상 소리의 구분이 불가능하다.즉 악보상으로는 뚜렷한 형식

과 구성을 인지할 수 있지만 감상 차원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기

쉽지 않고, 리산도의 음향 움직임,즉 상행 리산도와 하행 리산

도, 략 인 리산도의 폭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 코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곡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으로,

좁은 음역에서 pp로 계속 인 움직임을 갖는 리산도들이 늘임표 이후

격하게 변화된 악상(ff)으로 하행하는 리산도를 연주한다.그 후 sff로

강한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구성을 보이고 있다.이 하행

리산도와 클러스터는 강력한 여운을 남겨주며 클러스터는 계속 으로 반

복되며 움직임을 보이던 곡을 마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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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69>Perpetuum mobile(objecttrouvé),JátékokI

이처럼 “Perpetuum mobile”는 지속 인 리듬 박 감은 거의 느

낄 수 없고 선율과 화성구조의 발 도 없이 오직 리산도의 움직임만으

로 음향 효과를 살린 작품이다.119)단순히 리산도만으로 작곡된 곡

이지만 음역의 폭과 속도의 변화로 인한 음향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이는 화성이나 곡의 논리 형식,리듬의 발 등 구성(composition)

방식으로 긴장감을 만들고 해결되는 진행이 아니라 체 으로 리산도

의 일 임을 심으로 세세한 ‘음향의 변화’와 음들의 ‘움직임’으로 곡이

진행되다가 클러스터로 마무리되는 구성이다.즉 이 작품은 음향 효과

119) Wilson,Ligeti,Kurtág,andHungarianMusicduringtheColdWar,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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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뉘앙스의 표 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120)

음의 움직임과 음폭만을 지시한 쿠르탁의 독특한 리산도 기법으로

작곡된 “Perpetuum mobile”은 이러한 악보를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연주자의 자율성에 따라 연주를 할 때마다,그리고 연주자마다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된다.우선 상행‧하행 리산도들의 속도에 있어서

연주자마다 다를 수 있고 AAA'부분을 연주할 때 악상을 어떻게 할지,

최고‧최 에서 악센트를 것인지,혹은 부드럽게 연결해서 넘어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쿠르탁은 음반사 ECM에서 출시된 자신이 연주한 “Játékok”CD녹

음121)에서 연주의 해석을 직 제시하고 있다.이 연주에서 그는 각 부

분을 연주할 때 첫 번째는 매우 여린 악상으로 연주한 뒤 두 번째에는

차 빨라지면서 리산도의 속도를 높이고 악상도 차 커지는 방식으

로 연주한다.이후 다시 여린 악상으로 돌아옴으로써 각 부분들을 연주

할 때 다양성과 통일성을 주고자 하 다.이처럼 쿠르탁은 형식의 구분

하기 한 한 방법으로 처음과 끝부분을 같은 악상으로 연주하 다.이

와 같이 단순한 재료만으로 작곡된 곡에서는 연주자마다의 연주 방식과

표 이 곡을 완성하기 한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2)Waltz(1),JátékokI

쿠르탁은 왈츠를 표제로 1권의 “PreludeandWaltzinC”,“Waltz

(1)”,2권의 “Waltz(Hommage à Shostakovich)”,“Waltz (2)”,5권의

“Waltz”,6권의 “WhaleWaltz”등 여러 곡을 작곡하 다.각각의 작품들

은 3박자 계열의 춤곡이라는 공통 을 가지지만 연주 기법이나 작곡 방

120)1권은 앞에서 언 하 던 것처럼 A와 B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곡들은 어느 정도 상호

보완의 기능을 하고 있다.이 곡과 함께 B부분에 실려있는 곡은 “PreludeandWaltzinC"인

데 “Perpetuum mobile”의 독특한 기보와 비교하여 마디,왈츠의 3/4박자, 통 인 형식으로

음을 기보했다는 에서 매우 통 이다.“Perpectuummobile”과 “PreludeandwaltzinC”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공통 이나 보완 을 찾을 수 없으나 사용하고 있는 제스처 측면에 있

어서 공통 을 보여주고 있다.즉, 자의 리산도를 연주할 때의 제스처와 오른손 왼손 사이

의 도약이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공통 인 신체 ,제스처 측면이 드러난다.

121)1997년 ECM에서 출시된 CD이다.GyörgyKurtág,Játékok.MártaandGyörgyKurtág.

ECM 1619453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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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작곡되었다.

“Waltz(1)”은 왈츠를 리산도만으로 표 하고자 한 곡이다.박자

표는 없지만 리산도를 뺀 지속음들이 길이의 차이를 보인다.음기둥은

기보되어 있지 않지만 선으로 나뉜 각 마디의 첫 번째 음은 검은 음표

로,두 번째 음은 흰 음표로 기보되어 두 번째 음이 첫 번째 음보다 긴

음가를 가져 1+2박자 즉,3박자 계열의 느낌을 주도록 작곡되었다.

한 지시어인 ‘우아하게(Grazioso)’를 통해서도 왈츠의 분 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의도했다.이 곡은 상행,하행의 리산도가 짝을 이루어 오른

손,왼손에서 교 로 주고받으며 5번 연주되는 간단한 구성을 가진다.작

품은 G음으로 시작해서 C음으로 끝나는데 조성 으로 으뜸음으로 돌아

오는 듯한 느낌을 다.이 때 각각 오른손과 왼손에서 연주되는 리산

도의 시작과 끝 음을 살펴보면,항상 그 음들의 구성이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마디 9-10의 마지막 다섯 번째 묶음에서는 더욱 확 된 리산도

음역과 더불어 같은 음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다.시작과

끝음의 계를 살펴보면 ‘장 2도+장 2도’,‘증 4도+완 5도’,‘단 2도+단

2도’,‘장 2도+장 2도’,‘완 8도+완 8도’로,두 번째 묶음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음정 간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이처럼 리산도

들은 각각 다른 음역과 다른 시작음과 끝음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

다.동시에 짝을 이루는 오른손의 상행 리산도와 왼손의 하행 리산

도의 시작음과 끝음의 ‘음정 계’는 2번째 묶음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

게 사용해 통일성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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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70>Waltz(1),JátékokI

이처럼 리산도만으로 구성된 “Waltz(1)”은 사실상 박자표도 기보

되어 있지 않고 왈츠의 선율이나 반주리듬이 직 으로 드러나지도 않

지만 왈츠라는 표제와 음표머리의 음가로 유추할 수 있는 1+2의 리듬,

‘Grazioso’라는 지시어를 통해 이 곡과 왈츠와의 연 성을 찾아볼 수 있

다.따라서 연주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왈츠 리듬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인

3박자와 왈츠의 분 기를 리산도를 통해 어떻게 구 할 것인가이다.

(3)Day-dreaming...,JátékokVI

“Day-dreaming...(백일몽)”이라는 표제는 한낮에 꾸는 꿈을 의미한

다.이와 함께 곡의 지시어는 ‘게으르게,느릿느릿하게(Lustán)’이고 셈여

림은 p와 pp로 여유로운 분 기와 여린 악상을 통해 곡의 분 기를 설

정하고 있다.이 곡은 리산도와 아주 느리게 테 토 스타카토로 연주

되는 온음표들로만 구성되어 있다.사실상 리산도 기법은 건반을 훑는

방식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연주하지 않는 이상 음정이 빠르

게 변하고,변하는 음정들의 음가도 짧아서 ‘움직임’,‘유동성’이 자연스럽

게 강조되는 기법이다.그러나 이 곡의 표제인 ‘백일몽’과 곡의 지시어

‘게으르게,느릿느릿하게’는 리산도 기법과는 다소 조 이다. 한 쿠

르탁은 느린 템포와 작은 음량, 리산도들 사이에 ‘dolce’의 악상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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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음표들을 배치함으로서 동 이라기보다는 정 인 분 기를 조성하게끔

한다.이 온음표들은 리산도들의 움직임을 잠시 멈추게 하는 역할도

하고 음악 구획을 나 는 역할도 한다.

이 곡은 리산도 후에 등장하는 온음표들에 따라 마디 1-3,마디

4-7,마디 8-10의 총 세 부분으로 나 어 볼 수 있다.마디 1-3의 첫 번

째 부분은 두 번의 E1음에서 E7음까지 음역을 아주 느리게 상행하는 두

번의 리산도와 스타카토 테 토로 연주되는 5개의 온음표로 구성되어

있다.각각의 리산도들은 다른 부분의 리산도와 마찬가지로 마디 사

이를 가르는 숨표로 나뉜다.두 번의 리산도들이 음의 흐름으로 만들

어지는 음향 효과를 보여 다면 온음표들의 진행은 체 음향이라기

보다는 구체 이고 단순한 선율선을 드러낸다.

마디 4-7로 구성된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과 비슷한 구성을

보이고 있는데 마디 1-2의 리산도와 같은 음으로 계속 느리게 세 번

반복되는 리산도,그리고 마디 3과는 다른 음으로 구성된 온음표 4개

로 이루어져있다.시작음과 끝음이 같은 리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변화나 발 없이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분 기를 조성하며,

표제와 곡의 지시어와도 일맥상통한다.마디 3과 마디 7의 온음표들은

모두 1번 손가락으로 연주되도록 특별히 지시되어 있는데 이는 같은 손

가락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음들을 동등하게 연주하기를 바라는 쿠

르탁의 의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디 8-10은 역시 세 번의 상행하는 리산도로 이루어

져 있는데 이때는 같은 음이 반복되지 않고 리산도의 시작음과 끝음이

G-F-E음으로 하행하고 있어 리산도 자체는 상행임에도 불구하고 가

라앉는 분 기를 자아낸다. 한 마디 8-10에서 리산도의 시작음들은

G-F-E음으로 하행함으로써 결국 곡의 시작과 끝인 마디 1과 10이 같은

E음으로 제시되어 원 으로 되돌아온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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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71>Day-dreaming...,JátékokVI

이처럼 건반을 넓게 사용하면서 연주되는 기법인 리산도 기법은

페달의 사용이 더해지면서 체 으로 여러 음이 뒤섞인 ‘음덩어리’의 음

향 효과를 내는데 매우 합하다. 한 리산도의 음폭이나 음량,그

리고 빠르기의 조 을 통해 다양한 분 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

을 보여 다.

2.3.클러스터 기법

클러스터 기법은 의 많은 작곡가들이 사용하는 기법 하나이

다.클러스터는 새로 만들어진 악기가 아닌 서양 클래식 음악의 통

악기에서 동일한 음 재료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여 만들어졌다는 에

서 자악기와는 다른 음향 추구의 한 방법이 되었다.122)20세기 반,

122)클러스터 기법은 20세기 다양한 작곡가들에게서 요한 기법으로 사용된다.특히 1950년

새로운 음악의 흐름으로 등장하게 되는 음향음악 작곡에서 클러스터는 더욱 요하게 사용되

게 되었는데 클러스터의 폭, 집도,지속,강세,악기편성 등의 다양성을 통해 음향작곡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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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는 특정한 효과를 내는 소리의 차원을 넘어서 일반 인 음악 구

성의 새로운 방법으로 자리 잡았고 가치 있는 새로운 음향으로 작곡에

사용되었으며 피아노에서도 요한 기법으로 나타났다.123)쿠르탁 역시

다른 작곡가들처럼 클러스터를 피아노 음악에서 주된 작곡기법의 하나로

사용하 고 손이나 팔을 다양하게 사용한 클러스터들을 자세히 기보하고

있다.이처럼 클러스터의 사용은 기보법의 변화를 수반하며, 략 인 음

높이만을 제시하는 새로운 그래픽 기보법은 연주자의 자유로운 연주를

한 토 를 제공해 다. 한 클러스터는 장,단조를 벗어난 음향과 타

악기 인 피아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

(1)HommageàPaganini,JátékokI

“Hommage à Paganini”에는 “The New Bell(La nuova

Campanella)”라는 부제가 붙어있다.그러나 이 곡은 가니니(Niccolo

Paganini,1782-1840)의 작품 “Lacampanella”의 모티 를 직 인용한

것이 아니라124) 가니니 곡에서 나타난 종소리의 특징을 그 나름 로

형상화하여 작곡한 곡이다. 한 지시어 ‘매우 빠르게(Prestissimo)'와 많

은 도약의 사용을 통해 가니니의 기교 이고 화려한 테크닉 요소를

주요 음악요소로 사용하 다.이 곡은 모두 손바닥을 사용하는 클러스터

고한 기반을 잡게 되고 과거 음의 지배 계는 서양 음악에서의 지배 치를 잃게 된다.

피아노에서 클러스터 기법의 사용을 보게 되면,헨리 코웰(HenryCowell,1987-1965)은 “The

TidesofManaunaun”에서 최 로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곡을 작곡하 다.그의 클러스터 기법

은 팔 체를 사용하여 르는 기법으로 2도 음정을 화음쌓기의 한 요소로 독립시킨 새로운

작곡기법이었으나 화음의 성립구조인 음정 계 음들간의 종속 계를 이용함으로써 통과

가까운 체계 속에서 클러스터를 사용하 다.이후 카겔은 카웰의 음다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

가 클러스터를 하나의 음덩어리로 취 하려는 시도를 하 는데 화성 사고를 벗어난 시도를

통해 조성 기능의 화성학과의 계를 고려하지 않은 클러스터 개념을 사용하 다.새로운 첨

가,생략/감축의 표 을 움직이는 클러스터를 한 제시방법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클러스터 기

법이 새로운 음악의 요소로 자리잡게 하 다.그 외에도 바르톡의 소나타 등 피아노 작품에서

클러스터 기법은 본격 으로 주법의 하나로 사용되었다.클러스터 기법은 1960년 리게티

펜데 츠키의 작품에서 더욱 정교하고 세분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악기 악기에서도

집 으로 사용되고 있다.신인선,“새로운 음향미학 속에서의 클러스터,”『낭만음악』 가을

호(통권 36권)(1997)을 참고하시오.

123)신인선,“새로운 음향미학 속에서의 클러스터,”p.60.

124)이 곡과 “Lacampanella”의 연 성으로는 첫 시작의 하행 스 일이 “LaCampanella”모티

의 하행 진행과 비슷한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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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주되도록 작곡되었으며 이러한 클러스터들은 그래픽 형태로 악보에

나타난다.모든 클러스터들은 #과 ♮키들을 르면서 연주해야하며 어떤

음을 르는지는 략 으로만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 인 사항은

연주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HommageàPaganini"는 형식 으로 크게 3부분으로 나 어 볼 수

있다.첫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은 반진행,병진행 등의 음의 진행방

향과 음역 사용에 있어서 뒤집어 놓은 듯한 칭을 이루고 있으나 음

의 개수에 있어서는 세 번째 부분이 더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다.

먼 첫 번째 부분인 마디 1-6은 손바닥을 사용한 클러스터들의 넓

은 음역 에서 좁은 음역 로의 반진행과 병진행 상행 스 일로 구성되

어 있다.악상은 ppp 이고 지시어는 ‘스타카토처럼 보다 경쾌하게

(Leggierissimoquasistaccato)’로 많은 음을 동시에 르는 클러스터 기

법을 사용했지만 가볍고 짧은 느낌을 의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때

마디 1-3의 클러스터들은 2개,3개,3개,4개로 음기둥이 묶여있어 귀로

는 쉽게 인지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쿠르탁은 음악 단 가 차 늘어

나는 것을 표 하고자 했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마디 4-6의 클러스

터들은 2개,3개,2개,3개로 규칙 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마디 7로,한 마디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클러스

터의 종류와 아티큘 이션,악상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이 부분

에서는 손바닥으로 연주하는 클러스터 외에도 손가락으로 같은 건반을

르면서 손바닥이 하행하거나 상행하는 형태의 독특한 클러스터가 사용

되고 있다.이러한 새로운 주법의 클러스터들이 연주된 후 음역의 비

가 에 띄는 원래의 검은 음표모양의 클러스터들이 교 로 나타나는 구

성을 보여 다.흰 음표모양의 클러스터들은 4개 혹은 5개로 묶여있고

선율은 아니지만 선형 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손바닥으로 연주되는

검은 음표모양의 클러스터들은 그런 선형 인 흐름을 끊어내는 짧고 강

한 sff타건으로 연주되고 바로 다시 ppp로 돌아가 음량의 조를 이루

며,큰 도약을 통해 음역 의 비도 보여주고 있다.따라서 이 곡의 두

번째 부분인 마디 7은 검은 음표모양의 클러스터들 안에서도 음량과 음

역 의 조를 이루고,흰 음표 모양의 클러스터와도 주법과 구성면에

있어서도 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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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7의 마지막 다섯 개 음에서 시작하여 곡 끝까지로 구성된 세

번째 부분은 ‘곡의 끝까지 차 빠르고 강하게(pocoapocostringendo

alfine)’로 지시되어 있고 악상은 ppp이다.이 부분은 첫 부분의 진행순

서와 반 로 먼 하행 병진행하는 클러스터가 나온 후 좁은 음역 에서

넓은 음역 로 반진행한다.이때 하행 병진행 클러스터의 음그룹은 2개,

3개,2개로 묶여있어 마디 5-6과 유사하지만 반진행 클러스터는 2개,3

개,2개,4개,3개,4개로 넓어지는 음역 와 함께 음악 단 도 진

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며,이는 마디 1-3에서 나타났던 반진행 클러

스터의 음묶음과 유사해 음악 구를 이룬다.

이처럼 쿠르탁은 9마디 구성의 짧은 곡 안에서 클러스터라는 제한된

작곡재료를 통해 한 작품을 구성했다.그는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비

슷한 형태로 구성하여 처음에 나왔던 음악 요소로 곡이 마무리되는 회

귀하는 듯한 형태로 작곡했다. 한 반부에 발 양상을 보이는 부

분에서는 사용되는 음량,음역 ,주법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어 많은 변

화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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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72>HommageàPaganini,JátékokI

(2)HommageàPappLaci,JátékokII

권투선수 던 라치(PappLaci,1926-2003)125)를 한 헌정곡인

“HommageàPappLaci”는 경쾌한 움직임과 빠른 8분음표의 진행으로

클러스터를 표 해내고 있다.이 작품은 주먹 면으로 연주하는 클러스

터만으로 작곡되었다.

<그림>주먹의 면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를 연주하는 경우

이 곡은 세 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의 음악 내용을 섬세하게

변화시키고 있다.마디 1-4는 2개나 3개로 짧게 그룹핑된 음형들이 숨표

나 쉼표를 통해 끊어져서 제시된다. 체 으로는 강한 악상이나 셈여림

이 mf,ff,f,sf로 계속 변화하며,아티큘 이션도 스타카티시모,악센트의

125)PappLaci는 헝가리 출신의 권투선수로 1948년부터 3회 연속 올림픽 메달을 딴 가장 유명

한 권투선수 한 명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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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둠으로써 다양성을 표 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을 구성하는 마디 5-8은 8분음표들이 쉬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마디 5-6은 음표의 그룹핑이 2개,혹은 3개로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마디 7은 양손의 클러스터들이 함께 8분음표로 반진행하

는데 음량이 5-6마디에 비해 확 되고 있으며 크 센도와 데크 센도

표시와 함께 subf로 마디 8에 도착하며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부분인 마디 9-10은 같은 클러스터를 반복하며 크 센도를

통해 긴장감을 높인 뒤,16음표로 마디보다 보다 빠르게 진행해 긴장

감을 극 화시키며 끝난다.이 때 p에서 ff까지 진행된 셈여림은 갑자기

p로 음량을 격히 인 뒤 다시 크 센도를 하며 분 기를 다시 환

시킨다.이 부분은 같은 음이라는 공통요소를 심에 두고 첫째로 셈여

림의 빠른 변화를 통해 음악 긴장감을 높이고,둘째로 리듬의 세분화

와 음그룹을 이루는 음의 개수의 증가를 통해 이를 극 화 시킨다.마디

9에서 8분음표 클러스터들이 커지며 생겨나는 긴장감은 마디 10의

ff에서 이 이즈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다가 갑작스 subitop로 작

아지고,다시 크 센도로 커짐으로써 ‘긴장의 고조(마디 9)-클라이막스

(마디 10ff)-해결(마디 10subp)-긴장의 최고조(마디 10crescmolto)의

과정을 보인다.따라서 이 곡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음악 해결

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감을 극 화시킨 상태에서 곡을 끝

마침으로써 진 으로 폭발 인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악보Ⅳ-73>HommageàPappLaci,Játékok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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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mageàPappLaci”는 주먹의 면을 사용해 클러스터를 연주

함으로써 빠르게 르는 강한 클러스터는 연주하기 쉽지만 반 로 곡의

섬세하고 여린 악상의 표 이나 아티큘 이션의 다양한 변화에는 어려움

이 있을 수 있다.“HommageàPappLaci”에 사용되는 이러한 클러스터

들은 악센트나 크 센도,디크 센도를 통한 음량 변화가 많기 때문에

무 강하게만 연주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Waltz,JátékokII

다른 형태의 클러스터 사용을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은 구체

으로 지정된 음역 안의 음들을 한꺼번에 러서 클러스터를 연주하는 형

태를 보이며,곡 체에서 이 방식의 클러스터만 사용되고 있다.제목이

“Waltz”인 이 곡은 3/4박자처럼 박자표가 지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디

마다 3박자 계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왈츠에서 느껴지는 3박자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이 곡은 마디 1-2에 나오는 음형을 기 으로 세 부분으로

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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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74>Waltz,JátékokII

첫 번째 부분인 마디 1-3은 3박자가 느껴지는 음기둥 없는 4분음표

와 2분음표,즉 1:2비율의 음가로 시작된다.반복되는 같은 리듬이 3박

자를 느끼게 해주고 있는데 두 손은 엇갈려 진행되면서 박(pulse)을 형

성한다.이 클러스터들은 항상 첫 음에는 스타카토,두 번째 음에는 테

토 아티큘 이션로 연주하도록 지시되어 연주할 때 피아노 터치의 차이

를 주고 있다.이후 p로 진행되는 8분음표의 반진행을 통해 클러스터들

의 음역이 넓어지면서 크 센도되고 있다.

이후 쉼표 후에 시작되는 마디 4-9의 두 번째 부분은 역시 1:2의 비

율의 음가가 오른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이때 마디 1-3의 왼손에서 테

토로 연주되던 2박자의 클러스터가 4분음표와 8분음표로 분할되어 진

행되며 스타카토로 연주되어 아티큘 이션에 변화가 나타난다. 한 8분

음표의 연속진행은 첫 번째 부분 마디 3에서는 한 마디 던데 반해 두

번째 부분 마디 7-9에서는 세 마디로 확 되었고 이로 인해 음역의

비가 더욱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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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부분인 마디 10-12에서는 왼손,오른손이 엇갈리지 않고 같

은 박자로 모티 가 진행된다.이때 아티큘 이션은 앞부분들과 동일하

게 진행되고 있지만 pp로 악상이 더 여려지고 음역은 더 벌어진다.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 마치 자연스럽게 느려질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내

지만 쿠르탁은 이 부분에서 ‘제박자로(intempo)’연주하기를 지시하며

마지막까지 왈츠의 3박자를 느끼게 하고 있다.

이처럼 “Waltz”는 클러스터 기법만으로 작곡되어 있는 작품으로 왈

츠라는 장르의 성격과 ‘부드럽게(dolce)’라는 지시어,여린 악상과 스타카

토 테 토의 표 은 음의 덩어리를 표 하는 클러스터라는 연주 기법

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그러나 쿠르탁은 클러스터로 만들어지

는 도 높은 불 화음으로 왈츠의 성격과 여린 악상,가벼움 등을 표

하고자 했고 이는 연주 기법과 작품의 성격의 불일치로만 보기보다는 클

러스터에 한 새로운 근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쿠르탁은 클러스터를 단순하고 일시 인 음향효과로만 보지 않았고

한 작품의 근간이 되는 구성원리이자 매개변수로 여겼다. 한 그는 클

러스터가 만들어내는 도 높은 불 화와 이로 인해 생겨나는 거칠고 무

거운 느낌을 보다 강조하는 곡 “HommageàPappLaci”을 작곡했고,

반 로 클러스터 기법 자체의 성격과 별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HommageàPaganini”,“Waltz”등을 작곡해 클러스터에 색다르게

근했고 클러스터의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해냈다.

2.4.타이 을 활용한 연주효과

(두 명의 연주자를 한 곡의 연주방식 련문제)

쿠르탁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아노로 활용할 수 있는 주법 특징

을 살린 작품들을 작곡하 다.여기서 더 나아가 통 방식을 토 로

요소를 활용하여 피아노 작품을 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연주실제 측면에서 그의 작품은 연주자에게 상당부분 자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연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연주할 때의 타이

(timing)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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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timing)’이라는 용어는 음악에서,더욱 효과 인 연주를 해

비트나 템포를 ‘유지하는 시간'을 의미한다.126) 를 들어,쇼팽(F.

Chopin)등의 낭만주의 시 작품을 연주할 때,우리는 음악에 표정을

부여하기 해 템포 루바토(temporubato)등 타이 에 변화를 주며 이

때 우리는 타이 을 어떻게 표 할지의 문제에 직면한다.

그러나 쿠르탁 작품의 경우 타이 은 효과 인 연주를 한 연주자

의 연주법과는 조 다른 의미를 지닌다.본 논문에서 언 할 《야테

콕》에서 나타나는 타이 의 문제는 두 명의 연주자들을 한 피아노곡

에서 나타나는 특징 요소이다.《야테콕》4권과 8권에 실려 있는 두

명의 연주자들을 한 곡들에는 두 연주자가 정확한 마디선과 리듬으로

연주하도록 지시한 곡들도 있지만 정확한 마디의 기보 없이 각 연주자에

게 요구하는 템포 지시가 다르게 나타나는 곡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

다.이 경우 두 연주자의 수직 인 어울림을 통한 화음의 결합 울림

보다 두 명의 연주자가 연주하는 다른 음악 요소들이 각자 독립 으로

진행됨으로써 연주 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즉흥 인 효과가 시된다.

즉 두 연주자가 연주할 때의 타이 혹은 연주방식에 따라 새로운 즉흥

성 혹은 우연 효과가 나타난다.127)

(1)HandinHand,JátékokⅣ

“HandinHand”는 두 명의 연주자를 한 연탄곡으로 공통된 박자

나 정확한 마디가 존재하지 않는다.그리고 제 1연주자의 오른손과 왼손,

126)http://en.wikipedia.org/wiki/Timing_(music)[2013년 11월 17일 속]

127)이러한 우연 요소는 1950년 아방가르드 경향에서 나타난 존 이지의 우연성 음악과는

조 다른 형태이다.즉 작품의 창작과정을 철 하게 우연에 의존하고 있는 엄격한 의미의 우

연성음악과 달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열린 형식을 추구한 알 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그 루토스와 스키의 ‘제한된 알 아’는 통 인 기보법을 사용하면서 음 하나하나

그리고 형식 구조가 모두 고정되어 있는 가운데 앙상블 등의 작품에서 연주자들이 다른 연주

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트를 연주함으로써 나타나는 우연 결합을 의도한 작품 형태

이다.쿠르탁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우연 요소들은 루토스와 스키의 ‘제한된 알 아’와 비슷

한 형태로 볼 수 있다.작품을 연주할 때 연주자들은 서로의 음악 내용을 고려하면서 배려하

며 연주하지만 마디의 지시 없이 템포도 다르게 지정되어 있는 쿠르탁의 독특한 작곡방식은

연주자들 사이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연주할 때마다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즉흥성 우연성을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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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연주자의 오른손과 왼손의 템포는 정확한 메트로놈 식의 템포 표시

가 아닌 Tempo1,Tempo2,Tempo3,Tempo4로 모두 다르게 연주

하도록 표기되어 있다. 한 4개의 서로 다른 단선율 재료들이 각각 다

른 악상과 아티큘 이션으로 연주되며 각 성부는 독립 으로 움직인다.

제 1연주자의 오른손이 연주하는 Tempo1은 마르카토로 연주하도

록 지시되어 있고 템포 속도를 지정하기보다는 ‘항상 정확한 템포

(sempregiusto)’로 연주하라고만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연주자마다 다

양한 템포의 결정이 가능하다.악보는 마디1-6까지만 기보되어 있는데

각 마디는 16분음표와 온음표들이   의 형태로 음들과 리듬패턴에 약

간씩의 변형을 주면서 진행된다.6마디 동안 진행된 선율은 이후 곡이

끝날 때까지 템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반복된다.

제 1연주자의 왼손성부는 Tempo2로 지시되었으며 템포는 정확하

게 지시되어 있지 않다.흰 건반만을 연주하는 상행과 하행으로 이루어

진 다장조의 음계는 각각의 음들이 pppp의 악상으로 연주되어야 하며

같은 음길이로 연주된 뒤 역시 곡이 끝날 때까지 반복된다.

제 2연주자의 오른손은 Tempo3으로 지시되어 있으며 템포지시 없

이 ‘템포 루바토(semprerubato)’의 형태로 자유롭게 연주하도록 되어있

다.마디 1-9는 8분음표의 단순한 선율들이 온음표에 도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마디는 sonore와 eco부분이 짝을 이루어 교 로

나타나면서 음색에 변화를 다. 한 계속해서 가토로 연주되다가 마

디 9에서부터 스타카토 진행이 나타난다.마디 9에서는 스타카토 진행을

하는 8분음표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마디가 길어지고 있으며 piuf가 처

음 등장한다.이후 스타카토로 연주되는 마디 10은 도돌이표로 반복되는

데 이 때 스타카토로 연주되던 8분음표들은 두 번째 연주시에는 가토

로 연주되어 아티큘 이션에 있어서도 비가 나타난다.이처럼 Tempo

3은 템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연주되며 음악 인 내용의 변화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성부이다.Tempo3을 제외한 각각의 성부들이

일정한 템포와 악상,그리고 제한 인 음재료로 연주되며 음악 진행

발 양상을 최소화시키고 있다면 Tempo3은 음색,악상,아티큘

이션의 변화를 통해 선율이 진행되면서 다른 성부들과 달리 많은 음악

변화를 보이는 성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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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연주자의 왼손은 Tempo4로 표시되어 있으며 Tempo2와 마찬

가지로 템포에 한 용어 지시 없이 C#음에서 시작된 5음음계로 구성된

상행과 하행 음계로 이루어져 있다.구성음들은 모두 같은 길이로 연주

해야 하며 악상변화 없이 계속 pppp에 머물러 있다.한 마디동안 진행된

음계는 곡의 끝까지 계속 반복되고 Tempo2에 비해 상 으로 더 느

린 음가로 진행된다.

이 곡은 Tempo3성부만 4개의 성부 유일하게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음들이 기보되어 있고 다른 성부들은 자신의 모티 를 완 히 제

시한 후에 물결선 모양으로 그 곡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지시되어 있다.그러나 Tempo3성부 한 곡 마지막에 ‘adlib.D.C.

senzafine’의 지시어를 통해 악보에 기보된 음들을 모두 연주한 뒤 앞으

로 돌아가서 즉흥 으로 끝없이 반복하도록 지시되어 있다.

이처럼 “HandinHand”는 곡의 종지가 확실히 보이지 않는 기보로

인해 곡의 시작과 종지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요한 문제

가 된다.쿠르탁은 곡의 시작,진행,끝맺음에 있어 어떤 성부로 시작하

던지 상 없이 각각의 네 성부가 서로 독립 으로 진행되도록 제안한

다.128)즉 어떻게 시작하고 끝내는가의 문제,그리고 각각의 성부가 어떤

타이 으로 연주해야 하는가는 으로 연주자에게 맡겨진 것이다.특

히 Tempo2와 Tempo4는 4분음표와 2분음표 등 정확한 길이를 가지는

음가가 지시된 것이 아니라 더 길고 짧은 정도의 음의 상 길이만 지

시되어 있기 때문에 두 연주자의 음가에 한 자의 단 해석에 의

해 각 성부의 템포가 결정되게 된다.이러한 각각의 독립 템포를 가진

성부들이 함께 연주되면서 만들어내는 타이 에 의해 음악은 항상 다르

게 나타나며 이러한 우연 요소를 통해 작품은 완성된다.

통 기보와 음가에 바탕을 둔 작품이 여러 연주자에 의해 연주될

때,각각의 연주는 모두 다르더라도 연주자가 선택하는 기본 박자나 리

듬의 음가는 그 연주 안에서는 인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하지만

“HandinHand”에서 알 수 있듯이 쿠르탁 작품의 경우 한 작품 안에서

도 박자나 리듬은 상 인 것으로,단순히 모든 연주가 다르다는 것을

넘어선다.각각의 성부가 독립 으로 진행됨으로써 생겨나는 우연 결

128)GyörgyKurtág.JátékokfürKlavier,v.4(Budpest,Hungary:EditioMusica,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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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제한된 알 아’처럼 매 연주마다 네 성부의 연결 가능성이 변형되

며 이를 통해 항상 새로운 연주효과를 보여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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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75>HandinHand,Játékok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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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ommageàHalmágyiMihály,JátékokIV

쿠르탁의 두 명의 연주자를 한 피아노 연탄곡인 “Hommageà

HalmágyiMihály”는 음악 재료,템포 지시,마디구성에 있어 두 연주

자의 연주 내용이 확연히 다르게 구성되었다.우선 음악 재료를 살펴

보면 제 1연주자는 ‘몰토 루바토’로 연주하라는 지시와 함께 트 몰로와

꾸 음,16분음표들에 의해 즉흥 인 성격의 음악 내용을 연주한다.모두

흰건반의 음으로만 연주되는 트 몰로와 16분음표들은 16분음표들의 순

차진행이 트 몰로와 결합되면서 자유롭게 진행되는 제 1연주자의 선율

선이 드러난다. 한 악상과 템포가 자주 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즉흥

성격이 더욱 강조된다.반 로 제 2연주자는 부분의 온음표들이 완

5도의 간격으로 상행 혹은 하행하면서 베이스 트를 연주하는데 이

는 헝가리 민속악기인 침발롬(cimbalom)소리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곡의 후반부로 갈수록 온음표들은 3도나 2도 진행으로 변화되다가

다시 완 5도 진행이 주를 이루면서 곡을 마무리하게 된다.이처럼 두

개의 비되는 음악 요소들은 함께 연주되면서 강한 효과를 만든다.

이 곡의 특징 인 면은 “HandinHand”와 마찬가지로 제 1연주자와

제 2연주자의 연주 템포 지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제 1연

주자의 TempoⅠ은 ‘몰토 루바토(Moltorubato)’,즉 템포에 자유로움을

가지고 연주하도록 지시되었고,제 2연주자의 TempoⅡ는 ‘페잔테,콘

모토(Pesante,conmoto)’로 후하게,하지만 움직임을 가지고 연주하

라고 지시되어 있다.이처럼 이 곡에서는 각 성부의 지시어에서 정확히

어떤 속도로 연주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략 인 템포의 범 와

분 기를 알려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템포로 연주되는 두 연주자의 마디선은 서로 어

나면서 둘 사이의 공통된 박(pulse)을 느끼기 어렵다.하지만 “Handin

Hand”에서 두 연주자가 완 히 독립 으로 연주하며 어 나는 마디선을

보여주었다면 “HommageàHalmágyiMihály”에서는 두 연주자의 마디

표시가 계속 어 나다가 두 번의 선으로 이루어진 마디선과 다섯 번의

보표를 연결하는 실선으로 이루어진 마디선에서 만나게 된다.이 부분

들을 잘 살펴보면 제 1연주자가 시작부분에서 16분음표로 시작하여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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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 음악 재료인 트 몰로를 연주하고 이후 마디선이 만나는 곳에

서 매번 약간 변형된 형태로 다시 음악 재료들을 제시한다.즉 두 연

주자가 만나는 부분의 마디선은 작품을 나 는 구획의 역할을 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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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76>HommageàHalmágyiMihály,Játékok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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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펴본 것처럼,“HommageàHalmágyiMihály”는 음악

내용이나 속도,분 기에 있어서 두 연주자의 음악 내용이 조 으로

구성되어 있다.즉 이 작품은 두 명의 연주자가 수직 인 타이 (timing)

을 통해 함께 연주하기보다는 수평 으로 흘러가는 독립 인 두 연주자

의 자유로운 진행에 을 두고 있다.기본 으로 제 2연주자가 낮은음

자리표 역에서 선율선을 만들어내면,제 1연주자는 높은음자리표 역

에서 반복되는 트 몰로를 통해 략 인 타이 을 맞추어 다.그러면

서도 음악 구획을 만들어주는 마디선 이후에는 서로 수직 인 타이

을 맞추어 함께 연주하게 되는 것이 이 곡의 독특한 이라고 할 수 있

다.

정확한 템포나 음가의 길이, 는 박자 표시가 없는 상황에서 두

연주자가 타이 을 맞추기 해서,쿠르탁은 구획을 나 어 마디선 외

에도 선율을 담당하는 제 2연주자의 리듬을 규칙 으로 유지하여 다른

마디선을 가지더라도 기본 박자(beat)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 다.

여기에 제 1연주자는 이러한 선율을 기 으로 마디나 이즈의 맺고

끊음을 쉽게 조 할 수 있도록 반복되는 트 몰로 기법을 사용하 다.

이와 같이 쿠르탁의 작품에서 타이 의 문제는 두 명의 연주자가

연주하는 작품의 경우 잘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HandinHand”

처럼 완 히 독립 으로 연주되는 두 연주자의 우연 인 효과를 얻는 곡

들이 있는데 특히 4권의 “HommageàPaganini”곡의 경우 두 명의 연

주자가 같은 형태의 곡을 시간차를 두고 시작해 독립 진행에 의한 연

주의 우연 효과를 극 화시키고 있다.반면 “HommageàHalmágyi

Mihály”처럼 서로 독립 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한 연주자가 어느 정

도 박자를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곡조를 연주하고 두 연주자들이 타이

을 맞추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음악 구획을 나 작품도 있다.

이 경우에도 연주자들은 제한 이지만 마디선이 어 나는 독립 인 진행

에서 오는 우연 이고 즉흥 인 연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이러한 작

품의 연주를 통해서 쿠르탁은 우연 효과에 의한 ‘열린 형식’의 작품을

추구하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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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신체 제스처

쿠르탁의 음악은 음,음정 계,화음,도약 순차 진행 등 원래 정

해져 있는 음악의 요소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압축된 형태

의 음악 아이디어나 곡의 분 기,단순히 손가락의 움직임보다 더 확

장된 의미의 신체 제스처가 요한 기본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129)특히 쿠르탁은 《야테콕》1권에서 그래픽 기보법을 이용

한 곡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장에서 살펴볼 “Dumb Show”,

“Bored”등의 작품들은 실제로 악보에 표시되어 있는 것 이상으로 악보

에서 나타나지 않는 신체 제스처까지 연주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1)DumbShow,JátékokI

이 작품의 악보에는 연주 기법 음악 내용이 자세히 기보되어 있

지만 연주에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음악 내용을 보여 다.이는 신체

(physical)측면을 강조하여 연주하는 방법으로 이어진다.쿠르탁의 작품

에서 나타나는 신체 제스처는 어느 한 작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

만 두 마디로 이루어진 이 곡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체 인 부분,즉 연

주자의 동작이 연주에 미치는 향의 요성이 잘 드러나 있다.

“DumbShow”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도록 매우 살짝 연주하는

음,두 개의 연속음,클러스터,화살표로 악상과 템포의 변화가 함께 지

시된 반진행 리산도,크 센도와 함께 템포변화가 지시된 상행하는 2

성부의 리산도,한 화음으로 총 6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각각

다른 6개의 구성요소들을 구분하기 해 각 요소들 사이사이와 곡의 마

지막에 쉼표가 기보되어 있다.

그러나 이 6개의 부분을 구성하는 소리들은 모두 건반의 표면을 매

우 가볍게 건드리기만 하는 방식으로 연주되며 실제 들릴 때는 타 에

의한 피아노 소리는 들리지 않고 손톱이나 손가락으로 건반을 스치는 마

찰음만 들린다.악보에는 구체 인 음고, 리산도의 범 ,클러스터의

129)Dolinszky,Kurtág:JátékokGaborCsalog,BMCRecords,2008.CompactD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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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등이 제시되어 있지만,감상자들은 기보된 구체 음고와 리산도,

클리스터의 범 로 제시된 타 음이 아니라 건반 ‘’를 훑는 소리를 듣

게 된다.따라서 쿠르탁이 “DumbShow”에서 이러한 음의 치와 범

를 기보한 것은 신체 제스처인 손과 팔의 움직임으로부터 비롯되는 구

체 인 음악 제스쳐를 지시하기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악보Ⅳ-77>DumbShow,JátékokI

이 때 쉼표들은 길이가 긴 쉼표(∩)와 짧은 쉼표(∪)가 번갈아 나오

다 마지막엔 가장 긴 길이의 쉼표로 작품이 끝난다.비록 정확한 길이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이러한 늘임표는 각각의 음표들을 연주하고 다음 음

표를 연주하기 한 비역할을 하며,한 구성 요소당 한 쉼표라는 일정

한 패턴으로 리듬감을 생성한다.쉼표를 지시하는 기호는 본래 쉼표의

기능 로 휴지부를 뜻하는 동시에 암묵 으로 다음 음의 연주를 해 신

체 비 동작이 진행되는 지 을 뜻한다.악보상으로는 침묵의 순간이

지만 연주할 때는 신체 제스처를 취하게 되는 이런 쉼표가 쿠르탁의

피아노 음악에서 특별한 이유는 그가 침묵의 순간조차도 연주의 일부분

으로 부각시킨다는 측면 때문이다.음악에서 침묵은 필연 으로 생기는

요소이며 이를 심으로 작품을 만들어낸 작곡가들(존 이지 등)이 있

었지만 쿠르탁에게 침묵은 음악 요소의 ‘부재’가 아니라 음악 요소들

을 ‘신체 제스처’로 잇는 음악 사건의 연속체 한 부분이다.쿠르

탁은 음악을 소리만으로 이루어진 진행이 아닌 사건의 진행이라 보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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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에게 음악은 하나의 소리 뿐만 아니라 연주될 때의 상황을 필연

으로 포함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각각 다른 기법으로 쓰인 이 곡의 여섯 부분과 그 사이에 있

는 쉼표는 ,후의 요소들을 소리로써가 아니라 신체 제스처로 잇는

부분이다. 한 쿠르탁은 이처럼 음악과 움직임 사이를 연결하는 연주자

의 제스처가 음악의 시작 이 된다고 보았으며,이런 제스처에 한 연

주자의 능동 인 해석과 역할을 요구했다.

(2)Bored,JátékokI

“Bored”,“LettertoMarianneTeöke”,“TheBunnyandTheFox”

등의 곡들은 그래픽 기보와 함께 작품에 해설(주석)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며 해설에는 곡의 분 기나 연주 방법,신체 제스처에 한 지시

사항 등이 쓰여 있다.악보에 덧붙여져 있는 많은 주석들은 음악 진행

은 어떠한 사건이나 제스처의 연속 인 나열 진행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130) 한 제스처에 한 지시어들은 연극 인 요소로

써 이러한 연극 지시어를 통한 신체의 움직임은 작품의 완성을 한

필수 인 요소이다.

“Bored”의 해석에서 핵심 요소는 곡 체를 통해 건반과 신체

제스처 사이의 계를 탐구하는 것이다.곡을 연주하는 동안 연주자는

느릿느릿 앞뒤로 건반 을 나란히 걸으면서 연주하도록 지시되어 있고,

마디 아래에 ‘마치 에 동물 장난감을 미끄러트리는 것 같이 리산

도를 연주131)’,‘건성으로 건반 을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흥분하며 돌

아오면서132)’등의 지시어들을 통해 마치 연극의 본에 나와 있는 지문

처럼 연주자에게 여러 가지 신체 인 행동을 구체 으로 지시한다.

이 곡은 “DumbShow”와 마찬가지로 짧은 길이의 네 개의 하행음

들,세 개의 상행음들,하행 리산도,상행 리산도,팔꿈치로 연주하는

130)쿠르탁은 그에게 있어 음악 진행은 사건이 연속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 으며 음악은

하나의 이벤트,사건으로써 우연 인 해 닝이 기본 인 음악의 형식 요소라는 신조를 가지

고 있다고 그와 화를 나 로날드 카바 는 필자와의 2013.08.30. 화인터뷰에서 밝혔다.

131)‘glissandoasthoughpullingatoyanimalonastringafteroneself’

132)‘walkbeyondthekeyboardabsentmindedly,thenreturnsuddenlywith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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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손바닥으로 연주하는 클러스터로 총 여섯 개의 독립 인 음악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한 각각의 부분들은 “DumbShow”와 같이

쉼표와 늘임표가 구획을 나 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악보Ⅳ-78>Bored,JátékokI

여섯 개의 음악 요소를 살펴보면 그 다음 음악 요소를 연결하기

해 상행 후 하행,하행 후 상행 등의 순서로 진행하여 음악 요소가

끝난 지 에서 다음 요소가 시작되는 식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이를 통

해 각각의 음악 요소를 연결할 때 하나의 ‘연속된 신체 제스처’를 사

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즉 이러한 끝지 과 시작지 의 연결을 보면

쿠르탁이 신체 제스처를 고려해 작곡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연속 으로

이 제스처들을 음악과 함께 잇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쿠르탁은 이즈 연결에 있어서 왼손과 오른손이 함께

하나의 이즈를 만들기 해 팔을 교차하거나,넓은 도약을 해 건

반 아래로 움직이는 등 이즈의 완성을 해 신체 제스처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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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소로 사용하 다.이러한 특징들은 “쿠르탁의 음악 울림이나 제

스처는 몸의 움직임과 동작들을 의미하며 쿠르탁은 이것들을 연주를 통

해 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 다”133)는 그의 음악 을 잘 드러낸다.

133)Wilson,“Kurtag'sinstrumentalmusic,1988-1998.”Tempo,NewSeries,No.207(Dec.,

1998),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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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향 측면에서의 연구

쿠르탁의 작품세계에서 요했던 것들은 음악어법,개인 인 메세지,

유희로서의 음악,그래픽 기보법 등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음향 그 자

체’도 있었다.따라서 Ⅳ.3장에 등장하는 작품 사례들은 쿠르탁이 작곡할

때 그 어떤 요소들보다 특정한 음향의 구 에 을 맞춘 곡들이다.그

러나 음향은 다분히 감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석 방법으로 완

벽히 설명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를 들어 《야테콕》의

곡 “LigaturaforLigeti”는 ‘Pianinoconsupersordino’라는 지시사항

이 붙어있는데 이는 가운데 머 러 페달을 밟고 업라이트 피아노로 연주

하라는 뜻이다.이는 극단 으로 여린 음향을 표 하기 한 방법으로

이를 실제로 연주했을 때 감상자가 듣게 되는 업라이트의 음향은 그랜드

피아노로 연주하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그러나 과학 방

법으로 음향을 수치화 시키지 않는 이상,악보를 보고 음의 논리와 구조

등을 분석하는 과정으로는 그 음향의 특이성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한계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테콕》의 음향 차원에

해 논해야 하는 이유는 《야테콕》에는 “LigaturaforLigeti”처럼 업라

이트 피아노의 사용이나 음덩어리들,음향층,클러스터 등을 사용해 곡의

논리보다 음향 차원을 심으로 작곡한 곡이 많기 때문이다. 피아

노로 마치 종소리나 오르간 소리를 내는 음향을 구 해내 ‘음향 묘사 ’

인 작품을 만들고 피아노 한 로 연주되지만 음악 요소들의 극단

비를 통해 마치 두 악기의 앙상블처럼 느껴질 정도로 조 인 작품,

그리고 연주자의 인성(人聲)과 피아노 소리를 결합해 새로운 음향을 만

들어내는 작품들을 작곡했기 때문이다.이 듯 음향은 《야테콕》의 주

된 아이디어 하나이며 주로 오 스트라나 자음악으로 구 되었던

‘음향음악(Klangkomposition)’을 피아노로 구 했다는 에서도 《야테

콕》의 음향 측면에 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3.1.피아노의 ‘음향음악’ 시도

이 장에서는 특정 주법을 통해 구 된 음향 측면이 아닌 음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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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혹은 음층을 통해 구 되고,이에 이 맞춰진 ‘음향음악’으로서의

피아노 작품에 해 논하겠다.20세기 음악사에서 요하게 나타난 새로

운 음악 양식 하나는 ‘음향음악’이다.‘음향음악’은 1960년 개별

음에서 벗어나 음들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며 음향층이 음악

의 진행을 주도하게 된 음악이다.134)즉 음을 총체 으로 악하고,음의

다양한 결합과 여기서 나타나는 음색에 주목하 고 모든 발 형식과

계구조 인 구성을 거부하며 단지 음악 형상들의 성긴 짜임과 뒤섞임

으로 체한다.음향음악으로 작곡된 작품은 커다란 음향이 음악 진행

을 주도하기 때문에 여러 악기의 소리의 첩에 의해 음의 덩어리 표

이 용이한 오 스트라나 앙상블 등 합주를 한 작품들에서 보통 나타난

다.쿠르탁은 이러한 ‘음향음악’ 특징을 피아노 작품집인 《야테콕》에

서 시도함으로써 피아노라는 악기에서 ‘음향음악’이 구 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보여주었다.

(1)Kyrie,JátékokIV

《야테콕》작품집 4권에 있는 “Kyrie”는 4성부 코랄로 구성된 작품

으로 두 명의 연주자를 한 피아노 연탄곡이다.이 곡은 각 연주자가

연주하는 총 8개의 음층(Layer)을 형성하고 있다.하지만 외성 역할의

제 1연주자의 오른손과 제 2연주자의 왼손은 음역만 다를 뿐 같은 음고

이며,내성 역할의 제 1연주자의 왼손과 제 2연주자의 오른손 역시 음역

만 다를 뿐 같은 음이다.즉 같은 음이 다른 음역을 사용하며 겹쳐지는

8개의 층을 통해 풍부한 음향 효과를 내며 경우에 따라 성부가 8개 이

상이 되기도 한다.쿠르탁은 이처럼 음향 덩어리의 정 인 움직임을 사

용하여 지속음과 여음의 잔향에 한 음향을 다루었고 이를 통해 피아노

에서 ‘음향음악’ 특성을 구 하려고 시도하 다.

134)오희숙,『20세기 음악 1역사·미학』,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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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79> Kyrie,JátékokIV

“Kyrie”는 에서 언 한 것처럼 각 성부들이 같은 음을 연주함으로

써 겹겹이 쌓이는 지속되는 완 4도의 음정이 곡 체에 지배 으로 등

장한다. 한 곡 체를 C,G,A♭,A,B♭,B음 총 6개의 음만 사용하

여 매우 제한 으로 화음을 구성하 다. 를 들어 마디 1-23까지의 구

성음은 C2-C5,G2-G5로 총 8개의 음이지만 음정은 C음과 G음으로 단

두 음 뿐이다.이를 통해 수직 으로는 C-G의 완 4도 화음이 울리며

구성음정은 2개임에도 불구하고 이 화음의 음향은 굉장히 두꺼워지게 된

다.

4개의 성부로 만들어지는 8개 이상의 음향층과 음향층들의 수직

만남에서 만들어지는 음향 덩어리들은 규칙 인 리듬이나 형식의 변화보

다는 주로 내성의 변화를 통해 음색을 조 씩 변화시켜 나간다.주로 움

직이는 음들은 내성에 있지만 외성의 지속음들도 순차 으로 변화하며,

체 으로 음덩어리들의 음색은 천천히 바 어진다. 한 각 성부별로

제시되어 있는 셈여림은 두 성부가 짝을 이루어 같은 셈여림으로 연주되

는 경우도 있지만 다르게 제시되는 경우도 있어 음정에 의한 변화뿐만

아니라 셈여림에 의한 체 음향의 변화도 생긴다.총 4개의 성부는 마

치 소 라노(S),알토(A),테 (T),베이스(B)처럼 정해진 음역 가 제시

되어 있지만 특별히 한 성부가 두드러지지 않아 이 곡 체를 한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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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향으로 들리게 한다.

(2)LigaturaforLigeti,JátékokVII

“LigaturaforLigeti”는 4성부 코랄형식을 바탕으로 작곡된 곡이다.

총 20마디 마디 1-14는 4성부로 시작하여 차 성부가 하나씩 더해

져 갈수록 음향층이 두꺼워지고 마디 15부터는 단선율 모티 를 심으

로 진행되고 있다.이 마디 1-14는 ‘음향음악’ 특징이 잘 드러난다.

이 곡의 첫머리에는 “Pianinoconsupersordino”라고 지시되어 있는데

이는 업라이트 피아노로 머 러 페달을 밟고 연주하라는 뜻이다.

“LigaturaforLigeti”는 p에서 ppppp까지의 악상의 범 를 가지고 연주

되는 곡으로 극단 으로 여린 음향을 효과 으로 내기 해 쿠르탁은 업

라이트 피아노로 독특한 음색을 표 하도록 했다.

<악보Ⅳ-80>LigaturaforLigetimm.1-11,Játékok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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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aturaforLegeti”의 최상성부는 긴 음가로 거의 움직임 없이 제

자리에 머무르고 내성과 최하성부는 순차진행한다.음의 움직임이 크지

않고 리듬도 주로 긴 음가로 구성되어 리듬의 움직임이나 한 성부,특정

음악 요소가 부각되지 않고 성부간의 균형이 잘 맞아 체 인 한 음

향 덩어리로 어우러진다. 한 쿠르탁은 음을 변화시킬 때도 이 체

인 음향을 깨지 않기 해 선율이 돋보이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다.순차

으로 진행하거나 보조음과 계류음을 사용해 음과 음을 매우 가까이 연

결해나갔고 이를 통해 음색을 조 씩 변화시키는 동시에 하나로 어우러

진 음향을 계속 유지해나갔다. 세 기보법에서는 두 음,혹은 그 이상의

음을 연결하기 해 묶여진 음표들을 리가투라(ligatura)라고 불 다.135)

코랄 형태를 띠고 있는 마디 1-5부분과 마디 6-11부분의 화음진행은 보

조음과 계류음의 형태를 띠며 진행된다.곡의 제목에 있는 ‘리가투라’라

는 용어는 바로 이러한 음들이 연결되어 진행되는 형태를 우회 으로 나

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 곡은 여러 개의 성부가 4-9개의 층을 이루는 구조이다.즉 기본

으로 마디 1-5는 단순한 리듬으로 진행되는 4성부 코랄로 구성되어

있고 마디 6부터는 단선율이 첨가되어 총 5성부가 된다.이 4성부 코

랄은 마디 9에서부터 차 음층을 더욱 세분화하여 마디 11에서는 총 9

개의 음층을 가진 복잡한 구조를 보인다.마디 1-13에서는 음층으로 구

성된 성부들의 미묘한 변화를 통해 음향의 변화를 보여주는 반면 마디

14부터 시작되는 곡의 후반부는 이러한 음향층의 진행은 보이지 않는다.

신,마디 14에서는 명확한 리듬을 가진 새로운 단선율 모티 가 제일

윗성부에 등장하고 이후 마디 16-20는 이 모티 를 빠른 음표의 진행으

로 양손에서 동시에 연주해 한 덩어리의 음향으로 들리기 보다는 모티

의 뚜렷한 진행이 돋보인다.

이처럼 “LigaturaforLigeti”의 마디 1-14인 앞부분에는 그가 표

하고자 했던 ‘음향음악’ 특성이 p에서 ppppp에 이르는 섬세한 셈여림,

음층을 이루고 있는 화음들의 정 인 움직임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나

타난다. 한 마디 15부터 나오는 조 인 부분의 음악 요소들은 마

135) Peter Wright, "Ligature (i)."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accessed November 23, 2013,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1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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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1-14와 비되어 어떤 음악 요소들이 음향 그 자체를 강조하게 되

는지 더욱 잘 보여 다.

(3)Inmemoriam AndrásMihály,JatekokVI

“Inmemoriam AndrásMihály”은 《야테콕》을 통해 쿠르탁이 시도

했던 피아노를 통한 ‘음향음악’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이 곡은

피아노 연주자의 열 손가락을 모두 사용하여 총 10개의 음을 연주하며

음향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악보는 온음표와 쉼표로만 구성되어 있으

며 리듬이나 기법의 변화 없이 음정의 변화와 음향층의 변화를 심으로

곡이 진행된다.

이 곡은 23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마디당 2-5개의 온음표로 구

성되어있다. 한 마디선이 존재하긴 하나 모든 마디가 동일한 박자 혹

은 박 을 갖지 않는다.수직 인 화성은 기본 으로 오른손에 5음,왼손

에 5음으로 10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두꺼운 음향층이 만들어지고 경우에

따라 1개,2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음향층이 얇아지기도 한다.

곡은 마디 1-6,마디 7-12,마디 13-23의 ABA'세 부분으로 구성되

어 있다.먼 A부분은 pp의 여린 셈여림으로 시작하며 오른손은 F음으

로부터 장 3도-장 3도-단 3도-단 3도로 쌓아올린 5음으로 구성된 화음

을 연주하고 왼손은 B음으로부터 단 3도-단 3도-장 3도-단 3도 쌓아올

린 5음 구성의 화음을 연주한다.온음표 길이의 이 화음은 4번 반복되며

다음 마디에서 이 화음은 4번 더 반복된다.총 8번 반복된 10개의 음정

으로 이루어진 이 화음은 거 한 음향 덩어리를 형성하게 된다.이 화음

은 마디 1-2에서 계속 반복될 뿐만 아니라 마디 3과 마디 4의 첫 화음

으로 쓰 고 마디 13에서도 등장하며 곡을 구성하는 기본 화음 역할을

한다.마디 3부터는 정지되어 있던 화음들이 내성의 변화를 보이며 움직

임을 보이기 시작한다.특히 마디 5-6에는 10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화음

이 나오다가 조 으로 한 음만 나와 큰 음량과 작은 음량,두꺼운 음

향층과 단음 간의 조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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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81>Inmemoriam AndrásMihálymm.1-6,JatekokVI

B부분은 마디 7-12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 으로 두꺼운 음향층의

진행을 보여주는 첫 번째 부분과 달리 2개의 음으로 시작하여 12개의 음

까지 음향층이 두꺼워지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A부분에서는 주로

3도 간격으로 쌓아올렸던 화성이 마디 7-10에서는 단 2도,장 2도의 간

격으로 쌓아올려져 마치 온음계 클러스터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한 직 인 기호의 표시는 없지만 ‘좀 더 강하게(piuintenso)’,‘린포

르잔도(rinforzando)’등의 지시어를 통해 강한 분 기를 의도하고 있으

며 이는 A부분과 조 인 이미지를 보여주며 체 음향에도 반 된

다.

마디 7은 오른손의 F음과 왼손의 짧은 꾸 음 G#음을 거친 F#음으

로 시작된다.이 부분을 악곡의 진행방향에 따라 수평 으로 분석하면

오른손의 화음은 F음을 베이스로 놓은 상태에서 G,A,B음의 순서 로

계속 으로 음이 쌓여 마지막에는 4개의 음을 연주한다.왼손의 화음은

F#음에서 다음 음인 E음으로 진행한 뒤 E음을 최상성부로 하여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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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B♭음이 순서 로 쌓여 마지막에 역시 4개의 음으로 구성된다.즉

두 성부는 진행하면서 음들이 차 굴뚝 모양으로 반진행하면서 쌓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수직 으로 이 다섯 개의 온음표는 (F-F#),

(F-E),(G-F-E-D),(A-G-F-E-D-C),(B-A-G-F-E-D-C-B♭)의 음

향층을 만들고,이들은 가까운 음역 의 음들로 구성된 온음계 클러스

터를 만든다.

이러한 음의 첨가를 통한 음향층의 변화는 마디 9까지 연속 으로 등장

하며 마디 9의 마지막 화음에서는 10개의 음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꽉 채워진 음향을 연주한다.반면 마디 10-11은 4개 음과 6개 음으로 구

성된 느슨한 화음들의 반진행을 통해 앞부분과의 비를 이룬다.마디

10의 화음은 왼손과 오른손 모두 7도 음정을 가진 화음을 연주하며,긴

한 화음층을 형성한 앞부분과 달리 긴장을 풀고 크 센도와 디크 센

도로 음향을 조 한다.

<악보Ⅳ-82>Inmemoriam AndrásMihálymm.7-11,JatekokVI

마디 13-23의 A'부분은 곡의 첫 부분과 같이 다시 3도씩 쌓아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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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음으로 구성된 화음층이 나타나고 처음 시작과 같이 pp의 셈여

림을 사용하 다.다만 A부분이 거의 같은 자리에 머무르며 내성의 순

차진행을 통한 커다란 음향층의 변화를 보여주었다면 A'부분에서는 10

개의 음층으로 이루어진 화음들이 음역 의 변화를 보이면서 움직이는

구성을 보여 다. 한 마디 18-19에는 B부분에 나타났던 7도 간격의

화음들이 반진행하는 부분이 더해져 있다.이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화

음은 마디 22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10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화음으로

오른손은 G음부터 장 3도-단 3도-단 3도-장 3도씩 쌓아올려 C장조의

Ⅴ9화음을 연주하고,왼손은 D음부터 단3도-장3도-단3도-장3도씩 쌓아

올려 C장조의 ⅱ9화음을 연주한다.이 화음은 쉼표를 사이에 두고 4번

반복되면서 곡을 끝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Inmemoriam AndrásMihály”는 어떻게 보면 연주가 불가

능해 보이는 3도 간격의 5개 음을 한손으로 한꺼번에 연주하도록 작곡되

었다.쿠르탁은 이 곡에서 피아노에서 연주자가 표 할 수 있는 두꺼운

음층을 곡의 심요소로 사용하 으며 피아노를 통해서도 이러한 화음들

의 음향 인 덩어리들의 진행을 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2.묘사 음향

쿠르탁은 《야테콕》에서 피아노가 아닌 악기,소리나는 사물,특정

음악 요소를 음향 으로 묘사했다.묘사의 상이 된 것은 종소리

(Bell),오르간,주로 악기로 연주되는 팡 이다.이 장에서는 이러한

묘사의 상들을 피아노로 어떻게 구 하고 있는지, 한 이를 구 하기

해 사용한 음악 기법과 피아노의 주법을 살펴볼 것이다.쿠르탁은

이러한 음향들을 묘사하는 동시에 그가 ‘음향음악’ 작품을 썼을 때처럼

이 작품 체를 선율이나 리듬 등의 음악 요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

진,즉 구성된 작품으로 들리기보단 ‘음향 그 자체’로 들리도록 했다.이

는 특정한 성부나 선율이 두드러지지 않고 세분화된 리듬을 사용하지 않

으며,긴 음가로 구성된 규칙 인 리듬을 제시하고 지속음을 심으로

작곡했다는 에서 잘 드러난다.이 장에서는 종소리를 묘사한 “Bells

forMargitMándy”와 종소리와 팡 의 음향을 묘사하고 이를 결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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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Bell-fanfareforSándorVeress”,그리고 오르간과 종소리의 음향이

묘사되어 동시에 나타나는 “Organ and bellsin memory ofDoctor

LászlóDobszay”에 해 분석할 것이다.

(1)“BellsforMargitMándy”,JátékokV

종(Bell)은 독특한 음향을 가진 사물로,본래 악기는 아니었으나 종

종 개량되어 악기로 쓰이기도 한다.일반 으로 종소리는 처음 소리가

울린 후에 잔향이 오래 남으며,일정한 간격으로 종을 여러 번 울릴 때

울린 순서 로 일정한 간격으로 잔향이 퍼져나가는 것이 특징이다.쿠르

탁은 《야테콕》5권에서 특별히 종을 포함한 표제곡들을 통해 종소리를

피아노 소리로 형상화하고 있다.즉 다양한 종소리의 활용을 통해 피아

노 소리를 ‘음향음악’화하여 표 한 것이다.

“BellsforMargitMándy”는 종소리의 특징을 살려 오른손에서는

마치 길게 지속되는 종소리를 묘사한 듯한 3화음이 사용되고 왼손에서는

그 종소리의 잔향을 묘사한 듯한 단음들이 다른 음역에서 연주되며 피아

노라는 악기 내에서 종소리를 연상시키는 음향 효과를 창출한다.그리

고 페달은 이러한 종소리 음향을 더욱 효과 으로 구 하는 도구로 매우

요하게 사용되었다.

이 곡은 크게 A부분인 마디 1-9와 B부분인 마디 10-14로 나 수

있다.A와 B부분은 모두 아르페지오로 시작하지만 아르페지오 뒤에 나

타나는 음악 요소,악상,페달의 사용에 있어서는 차이 을 보인다.A

부분은 3화음과 다른 음역에서 움직이는 음들이 종의 울림을 표 하고

있다.이와 달리 B부분은 A부분과 같은 형태의 마디 11을 제외하고는

길게 지속되는 음들이 합해지면서 화음을 구성하고 오른손과 왼손에서

한 음씩 연주하는 형태로 마지막 화음을 구성한다.



- 165 -

<악보Ⅳ-83>BellsforMargitMándy,JátékokV

마디 1-9는 도입부 역할의 아르페지오 분산화음,오른손에서 연주하

는 3화음과 다른 음역에서 울리는 단음들로 총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마디 1의 아르페지오는 마디 2부터 나타나는 장3화음과 왼손의 단

음들을 하나의 분산화음 형태로 묶어서 구성한다.선율을 포함하는 분산

화음의 아르페지오 뒤에 나타나는 마디 2-9136)는 종소리를 음향 으로

가장 잘 구 하고 있는 부분이다.마디 2-4는 오른손에서 C장3화음과 D

장3화음의 두 3화음이 번갈아 연주되고,마디 5-9는 오른손에서 D장3화

음이 마디마다 계속 반복되며 크 센도를 하면서 지속된다.이는 종이

계속 울리며 그 잔향이 겹쳐져 음향이 차 두터워지는 효과를 낸다.왼

136)쿠르탁은 《야테콕》에서 실선 마디 이외에 선으로 이루어진 마디도 사용하 다.이러한

선에 의한 마디들은 마디로 취 되기는 하지만 음악 연결에 있어서 실선 마디의 하 그

룹처럼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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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서 연주되는 효과음 역할의 단음들은 각 마디마다 1-3음으로 자유

롭게 구성되어 있으며 일 성을 보이지 않는다.마디 2-9의 3화음과 단

음들은 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울리며 퍼져나가는 듯한 음향 효과를

구 하고 있다.

<악보Ⅳ-84>BellsforMargitMándymm.1-9,JátékokV

A부분은 아티큘 이션,악상,페달의 사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종소

리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다.A부분 체에서 3화음은 테 토로 연주되

고 단음들은 테 토 스타카토로 연주된다.마디 1-4의 악상을 살펴보면

마디마다 p,ppp,p,ppp의 악상을 사용하면서 각 마디마다 미묘한 악상

의 변화를 의도한다.반면 마디 5-9는 p에서 시작해 크 센도를 통해 f

에 도착하는 진 인 음량의 확 진행을 보여 다. 한 마디 1의 분

산화음과 마디 2의 장3화음은 하나의 페달로 처리하고 있으며 마디 3-4

도 두 마디를 한 페달로 처리해 두 종류의 장3화음이 섞이면서 불 화

음향이 나타나게 된다.마디 5-9에서는 각 마디마다 3화음과 왼손의 단

음들을 하나의 페달로 처리하여 첫 화음의 잔향과 시간차를 두고 울리는

음들이 하나의 음향으로 한꺼번에 울리게 하 다.페달은 각 음들을 한

덩어리로 뭉치게 해 마치 종소리가 그 소리의 울림과 잔향이 하나로 뭉

쳐지는 것처럼 피아노에서도 소리의 덩어리로써의 음향 효과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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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 다.이 부분의 진행은 마치 종이 여러 차례 규칙 으로 울리는

음향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디 10-14의 B부분은 A부분에 비해 훨씬 짧고 A부분과는 다른 형

태를 보이고 있다.마디 10은 마디 1과 같이 아르페지오로 구성된 도입

부 역할을 하지만 2성부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차이 이다.마디 11은 마

디 3,마디 5-9처럼 오른손은 화음을 지속하고 왼손은 단음으로 진행된

다는 공통 이 있지만 화음이 3화음이 아니라 5화음으로 구성되어 더욱

풍성한 음향을 만든다.따라서 마디 10-14는 A부분의 주된 음악 요소

에 약간 변화를 줘 음향을 확 시켰다고 볼 수 있다.A부분과 달리 B부

분은 양손의 아티큘 이션은 통일되어 있지만 각 마디의 아티큘 이션은

테 토, 가토,테 토 스타카토 등으로 A부분보다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페달 한 마디마다 다르게 사용된다.셈여림도 마디 10-11는

pppp,마디 12-13는 mp,pp,마디 14는 fff로 마디마다 계속 변하며 셈여

림의 체 폭도 훨씬 증가해 결과 으로 나타나는 음향이 더욱 다양해지

고 커지게 된다.

<악보Ⅳ-85>BellsforMargitMándymm.10-14,JátékokV

이처럼 “BellsforMargitMándy”는 종소리를 연상시키는 3화음과

그 잔향의 표 을 한 다양한 음역 의 음들이 비되며 진행된다.이

처럼 비되는 음악 요소들은 페달의 사용을 통해 하나의 덩어리 음향으

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특징은 피아노에서 추구할 수 있는 선율

진행을 벗어난 새로운 음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에서 독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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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ell-fanfareforSándorVeress”,JátékokV

“Bell-fanfareforSándorVeress”는 화려한 ‘팡 (fanfare)137)’의

음향 효과를 종소리와 함께 피아노에 목시킨 곡이다.이 곡은 “Bells

forMagritMándy”와 달리 팡 를 연주하는 악기의 화려하고 강

한 음향 특성을 살리기 해 악상이 f로 계속 유지되며 아티큘 이션

에서도 엑센트를 사용하여 강한 울림을 주고자 하 다. 한 종과 팡

의 음향 효과를 결합하여 완 5도의 강한 울림,거기에 따른 종소

리 같은 음의 잔향,그리고 여러 음역으로 울리는 소리를 이용하여 다양

한 종류의 종소리를 표 하 다.이 곡은 한 번 울린 뒤 사라지지 않고

연주자가 계속 호흡한다면 지속 으로 그 음을 낼 수 있는 악기에 의

한 팡 특성과 한 번 울린 뒤 그 잔향이 울린 소리만큼 큰 역할을

차지하는 종소리의 특징이 한 곡 안에서 피아노를 통해 구 되었다는

에서 특별하다.

이 곡의 가장 요한 특징은 화음 구성이다.곡 체에 완 5도가

심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진 3화음이 곡의 간에 나타나고

있다.이는 팡 의 배음원리에 따른 화음에서 차용된 것으로 보이며

종소리 효과를 내기 해서도 한 음정 화음의 선택이다.그러나

강하게 들리는 완 5도가 하나가 아니라 다른 음정으로 구성된 완 5

도들이 부딪히게 되면서 강한 불 화를 만들어낸다.이는 마치 스트라빈

스키의 ‘페트르슈카 화음138)’에서 나오는 복화음처럼 두 개의 장 3화음이

동시에 울리면서 불 화음이 들리는 형태와 유사하다.

137)트럼펫이나 호른 계통의 악기 합주에 의한 축 ,의식 등에 사용된 소곡으로 자연배음만

으로 연주되기 때문에 3화음만 사용되고 5도로 종지하는 것이 원형이었다.최근에는 상당히 자

유로운 형태를 띠고 있다.『음악 사 』(서울:세 음악출 사,1996),“팡 .”

138)스트라빈스키의 기 작품인 《Petrushka》에서 사용된 화음형태로 흰건반의 C장조와 검은

건반의 F#장조가 동시에 사용되며 8음음계 음악을 구 하게 된다.J.PeterBurkholderand

others,A HistoryofWesternMusic(New York:W.W.Norton& Company,2006),pp.

8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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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86>Bell-fanfareforSándorVeress,JátékokV

<악보Ⅳ-87> 트 슈카 화  및  화  근원  되는 8 계

“Bell-fanfareforSándorVeress”는 총 16마디로,음재료의 활용 방

식에 따라 세 개의 이즈로 나 수 있다.마디 1-7은 첫 번째

이즈로 음역 가 계속해서 바 며 매번 다른 화음을 연주하고 있다.마

디 8-11동안 지속되는 두 번째 이즈는 5도 간격의 E,A,D음들이

지속음의 형태로 완 5도의 외형을 유지하면서 마디가 진행될 때마다

다른 음들이 추가된다.마디 12-16인 마지막 세 번째 이즈는 앞의

두 이즈가 혼합된 형태로 곡을 마무리하고 있다.

마디 1-7은 7개의 화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6개의 화음은

A-D음으로 만들어진 완 5도를 심축으로 구성된 화음이며 마디 1-6

의 왼손과 오른손에 번갈아서 나온다.마디 4와 6의 오른손에서는 이 화

음에 C#,C음이 첨가되어 불 화도가 증가한다.이 때 마디 2,4,6의 왼

손에서는 완 5도로 이루어진 마디 2의 C#-F#,마디 4의 F#-B,마디 6

의 F-B♭-E♭음으로 구성된 화음이 오른손의 A–D 화음과 함께 울리

면서 다른 완 5도가 부딪히는 불 화 음향을 만들어내고 있다.마디 7

에서도 오른손에서는 F-B♭,왼손에서는 E♭-A♭-D♭의 완 5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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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두 화음이 함께 울린다.이와 같은 강한 5도의 울림과 2개의 5도

가 만들어내는 불 화는 “BellsforMargitMándy”에서 나타났던 부드

러운 성격의 종소리와는 달리 팡 요소가 함께 결합되어 나타나는

강한 종소리의 성격을 표 했다.“BellsforMargitMándy”가 종 하나로

만들어지는 종소리와 그 잔향을 묘사했다면 이 곡은 두 개의 종이 빠르

게 번갈아 울리는 종소리와 유사하다.

<악보Ⅳ-88>Bell-fanfareforSándorVeressmm.1-7,JátékokV

마디 8-11은 앞부분과 달리 마디마다 새로운 화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음이 있고 그 음에 화음이 더해져 음향이 변화하는 방식으로

쓰 다.앞부분이 팡 특성을 지닌 종소리에 가까웠다면 이 부분은

이제 그 종소리들의 잔향이 한 음향으로 뭉쳐지는 것을 표 한 것에 가

깝다.E,A,D음의 완 5도 계를 가지는 세 개의 음이 4마디동안 지

속음의 형태로 울리고 있고 이 음들에 더하여 세 음 한 음과 5도

계를 이루는 음이나 완 5도 화음이 더해지면서 음색의 변화를 주고 있

다.이 때 네 개의 음은 모두 선율이라기보다는 음향 덩어리로 들리며

감상자들은 하나의 음향 덩어리 안에서의 움직임을 감지하게 된다.

<악보Ⅳ-89>Bell-fanfareforSándorVeressmm.8-11,Játéko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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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2-16은 5개의 화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음향층이 앞부분보

다 두껍고 무겁게 들린다.이 부분엔 앞의 두 이즈의 음악 요소들

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마디 12-14의 세 화음은 첫 이즈에 나왔던

E음과 A음을 지속음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매번 다른 구

성의 음들이 순차진행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두 번째 이즈와의 차

이 은 지속음 E음은 매번 다시 연주하면서 다른 음들과 함께 4개

음으로 구성된 화음을 연주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 15의 오른손과 왼

손에서는 반음 계의 근음을 가지는 완 5도 계의 화음들(D-G-C,

D#-G#-C#)이 동시에 울리면서 불 화음향을 만들어낸다.이후 마디 16

에서는 D장3화음과 C#음이 더해진 E장3화음으로 곡을 마치고 있다.마

디 15-16의 진행은 반진행에 의해 장3화음으로 돌아오는 형태를 통해

종지느낌이 나도록 쿠르탁이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Bell-fanfareforSándorVeress”는 강한 5도의 울림과 이들

이 쌓인 형태의 불 화음을 통해 종소리를 연상 하는 음향을 사용하고

있다.이 음향 요소는 팡 의 특성과 결합되어 다양한 음역 에서

강하게 울리는 종소리 음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왼손과 오른손의 교

로 마치 두 개의 종이 울리는 듯한 효과를 내기도 하고,두 개의 종소

리에 의한 잔향을 표 한 듯한 효과를 내기도 한다.이 곡은 종소리에

팡 특성을 더해 “BellsforMargitMándy”의 부드러운 종소리와

는 다른 종소리를 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Organ and bells in memory ofDoctor László

Dobszay”,JátékokV

“OrganandbellsinmemoryofDoctorLászlóDobszay”는 종과

오르간의 음향 효과가 결합된 곡이다.오르간은 건반과 페달로 밸 를

개폐해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건반을 르고 있는 동안 음량이 감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즉 오르간의 특징을 가

장 잘 살리는 음악 표 방법은 지속음이라고 할 수 있다.이 곡에서

는 종과 오르간의 음향 효과를 결합하여 종소리의 잔향과 오르간의 특

징인 지속음의 효과를 내기 한 소리의 활용이 주된 요소로 사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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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곡을 살펴보면 사용되는 음악 소재의 활용에 따라 A부분인 마디

1-16과 B부분인 마디 17-26으로 나 수 있다.A부분은 네 개의 이

즈가 지속되는 동안 지속음과 함께 순차진행하는 내성의 진행이 주를 이

루고 있으며 B부분은 3화음이 여러 음역 에서 울리는 형태를 띠고 있

다.A부분은 마디 1-4,마디 5-8,마디 9-12,마디 13-16로 총 네 개의

이즈로 구성되어 있다.A부분에서는 화음들의 지속 순차진행을

통해 각각의 성부들이 겹겹의 층을 이루며 미묘한 음색의 변화를 보이게

된다.이는 Ⅳ.3.1.장의 피아노의 ‘음향음악’화에서 살펴보았던 음향층의

진행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쿠르탁은 이 곡에서 오르간의 지속

특성을 결합하여 음색의 변화를 통한 종소리의 다른 표 을 시도

하 다.

<악보Ⅳ-90>OrganandbellsinmemoryofDoctorLászlóDobszaymm.1-16,

JátékokV

마디 1-4에서는 G-C음이 지속되는 동안 첫 C장3화음이 순차 하행

하면서 E→D,C→B→A음으로 성부의 수가 늘어난다.이때 마디 3에서



- 173 -

는 진행되는 화음 외에 E-F음으로 진행되는 내성이 생기면서 지속되는

화음 가운데서 음색의 변화를 주고 있다.마디 5-8은 오른손에서 C장3화

음과 왼손에서 B-G#음이 함께 울리면서 시작되고 있는데 오른손의 3화

음은 계속해서 외형이 유지되다가 마디 7에서 E♭→D음으로 하행하는

내성진행을 보인다. 한 마디 6에서는 E-C→ F-D♭의 새로운 내성진

행이 더해지고 왼손에서는 B-G#→ A-F#→ E장3화음으로 음들이 순

차하행한다.즉 장3화음,단 3도 등 각각의 화음들이 부딪히며 불 화

음향을 만들고 이러한 화음들의 내성 순차진행은 불 화음 음향 덩어리

내의 음색변화 움직임을 보여 다.마디 9-12는 다른 이즈들과

달리 직 표시된 이즈 기보는 없지만 순차진행하는 두 화음과 이후

의 지속음의 외형을 가진 음의 연결로 이루어져 다른 이즈들의 구성

방법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다.오른손에서는 G음이 4마디에 걸쳐서

계속 지속되는 동안 E-C→ E-B→ D-A음으로 내성이 순차진행 하고

있다.왼손에서도 마디 9-10에서 순차진행하는 화음이 나오고 마디

11-12의 왼손은 오른손 지속음 아래에서 완 4도 도약진행으로 음색변

화를 한 기능을 한다.마디 13-16는 마디 3-4의 오른손 진행과 같이

F#-B의 완 5도의 외성부 음들 안에서 D→C#음으로 내성의 순차 진

행이 일어나며,왼손에서는 마디 13-16에서 F,C음이 지속되는 동안 B

♭음이 B♭→A♭→G음으로 순차하행한다.

A부분의 아티큘 이션은 부분 가토로 순차진행하여 지속음들을

효과 으로 연주하도록 한다.그러나 마디 9-10의 두 화음은 테 토 스

타카토로 연주되도록 지시되어 아티큘 이션에 있어 변화를 보인다.세

번째 이즈의 이러한 아티큘 이션 변화는 지속음이 부각되는 다른

이즈들과의 차이 을 드러냄으로써 곡 진행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한 변화의 시도로 볼 수 있다.A부분은 모두 p로 연주해야 하지만 네

번째 이즈는 린포르잔도로 연주하도록 지시되어 지속되는 음향 속에

서 아티큘 이션의 변화로 작은 변화를 주고 있다.이 듯 체 으로

화음에 의한 지속음이 연주되고 각 성부에서 순차진행으로 음들이 바

는 것은 오르간의 특성을 잘 반 한 것이고,각 마디마다 한 번씩 규칙

으로 3화음이 울리는 것은 마치 종을 리듬에 맞춰 울리는 듯한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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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분인 마디 17-26은 종의 음향 특징을 보여주기 해 다양한

음역에서 3화음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며,마디 17과 20에서는 다른 근음

을 가지는 3화음들이 같이 연주되며 불 화음향을 만들어낸다.3화음들

은 다양한 음역 에서 연주되다가 마지막 마디 26에서 C장3화음이 연주

된다.이 C장3화음은 마디 1에서 등장했던 화음으로 처음에 등장했던 화

음이 곡 끝에 다시 등장함으로써 처음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종지 역할을

한다.

<악보Ⅳ-91>OrganandbellsinmemoryofDoctorLászlóDobszaymm.17-26,

JátékokV

아티큘 이션에 있어서도 B부분에서는 A부분과 달리 한 이즈를

구성하는 세 개의 화음들이 테 토 스타카토-테 토 스타카토-테 토의

형태로 항상 다르게 나타난다. 한 이 부분의 악상은 pp로 계속 유지되

다가 ppp로 변하며 곡의 끝부분에서 더욱 차분해지기 한 악상의 지시

를 보인다.페달은 이즈 표시에 따라 6마디,3마디 동안 지속되도록

표기되어 있다.이러한 페달의 사용을 통해 여러 화음들은 하나로 음향

덩어리로 어우러지며,한 이즈는 하나의 음향으로 묶인다.이를 통해

각각의 투명한 울림의 종소리 효과를 주는 화음들은 한 화음으로부터 비

롯되는 자체의 음향뿐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음향을 통해 독특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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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OrganandbellsinmemoryofDoctorLászlóDobszay”는

종소리의 잔향과 오르간의 특징 요소인 지속음의 효과를 통한 소리의

활용을 잘 보여 다.오르간 특성을 반 하는 지속음은 두드러지는 선

율을 만들지 않기 해 그 자리에 머물거나 순차진행으로 움직이고,종

소리의 특성을 반 하는 페달의 울림은 한 이즈나 한 마디를 한 음

향으로 묶는다. 한 규칙 인 리듬 한 규칙 으로 들리는 종소리와

유사하다.이 곡은 오르간과 종의 음향 특수성과 유사하게 작곡되었고,

A부분과 B부분은 곡 체를 구성하고 있는 화음들을 개하는 작곡방식

아티큘 이션,페달의 사용에 있어서 다른 개방식을 보여 다.

3.3.음악 요소들의 비를 통한 음향효과

피아노는 약 7옥타 의 음역 를 가진 악기로 넓은 음역 를 아우르

는 표 이 가능하다.이는 악기 에 가장 넓은 음역 를 가진 피아노만

의 특징이다.쿠르탁은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음역 의 비 다양

한 음역 의 소리를 융합하는 곡들을 작곡하 고 이를 통한 새로운 음향

효과를 추구하 다.《야테콕》의 몇몇 작품들은 음역 의 비가 상

당히 두드러져 마치 두 악기가 연주하는 듯한 이질 인 느낌을 자아낸

다.동시에 이는 한 연주자에 의해 한 피아노로 연주되어 이 인 음향

을 만들어내며,마치 두 명의 연주자가 연주하는 듯한 앙상블 인 특성

을 지닌다.이 듯 비 요소가 두드러지는 작품들에서는 음역 의

비가 가장 강조되지만 다른 구성요소에서도 조 양상을 찾아볼 수 있

다.화음과 단선율의 비,악상의 비,아티큘 이션의 비 등이 그러

한 이다.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비 요소들이 잘 나타난 곡인

“Inmemoriam EdisonDenisov”과 “HommageàPierreBoulez”를 살펴

보겠다.

(1)Inmemoriam EdisonDenisov,JátékokVII

“Inmemoriam EdisonDenisov”는 음악 요소의 비라는 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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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지는 작품이다.음악 요소의 비는 화음과 단선율의 조,음역

의 비,넓은 음역 차이를 가진 화음들과 좁은 음역 로 이루어진

화음의 비,그리고 악상의 비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이러한 비들

은 한 이즈 단 에서 나타나기도,큰 부분 단 에서 나타나기도 해

다양한 층 에서 비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이 곡은 크게 A부분인

마디 1-6,B부분인 마디 7-16,축소된 형태의 A’부분인 마디 17-18,코

다(coda)인 마디 19-21로 총 4부분으로 나 수 있다.

A부분에서는 음역 의 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쿠르탁은

이를 강조하기 해 양손으로 연주되는 악보를 4성부로 펼쳐서 기보해

음역의 비를 가시화시켰다.화음들을 살펴보면 도입부의 첫 화음은 최

상성부와 최하성부가 G#-G의 음정간격을 가지고 있다가 5마디에서는

F-G#의 간격으로 반진행해 더 음역 가 넓어진 것을 볼 수 있다.화음

들은 부분 다른 음고 집합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음색을 가진 화음들로

구성되어 있다.쿠르탁은 오른손과 왼손의 화음이 동시에 울릴 때 화음

의 구성을 한 두 음만 바꿔 교묘하게 결합했고 서로 다른 음고 집합으로

이루어진 화음의 울림들이 겹치며 불 화음으로 울리도록 배치하 다.

이 게 구성된 불 화음들과 비되는 요소로 단음,그리고 단선율의 진

행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화음진행 간 간에 이질 인 요소처럼 삽

입되어 있으며,화음을 연주할 때 오른손과 왼손의 음역 비가 매우

강렬한데 반하여 좁은 음역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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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Ⅳ-92>Inmemoriam EdisonDenisovmm.1-6,JátékokVII

마디 7-16로 이루어진 B부분은 pppp-mp까지의 매우 여린 악상과

느린 빠르기로 연주되도록 지시되었는데,이는 A부분에서 ‘격렬하게’연

주하는 강한 불 화음의 진행과는 다른 유형으로 악상 면에서 A부분

과 매우 조 이다. 한 B부분은 A부분이 4단 보표를 쓴 것과 조

으로 높은음자리표와 낮은음자리표로 구성된 기본 인 2단 보표를 사용

하고 있다.이 부분에서 화음들은 계속해서 순차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오른손의 최상성부는 계속해서 G음과 D♭음을 연주하며 같은 음에 머물

러 있고 그 외의 성부도 2도나 3도 이상의 도약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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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B부분에서는 A부분에서 음역 비가 강조되고 가시 으로 드

러났던 것과 달리 강한 음역 의 비를 제하여 조용한 분 기를 지속

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악보Ⅳ-93>Inmemoriam EdisonDenisovB부분 mm.7-16,JátékokVII

이후 압축된 형태로 다시 나타나는 A’부분인 마디 17-18은 A부분과

는 달리 2단으로 이루어진 기본 보표를 사용한다는 차이 은 있지

만,음역 를 비시키며 A부분과 유사한 진행을 보이고 있다.이 때 사

용되는 화음들은 마디 1-6의 A부분에서 미묘하게 한 두 음의 음정을 바

꿔 불 화음을 만들었던 것과 달리 같은 음고 집합(pitchclassset)으로

이루어진 화음들을 사용하여 비슷한 울림이 들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한 A'부분은 pppp–mp로 연주하도록 지시되었던 B부분과 조 으

로 ff와 f로 연주하도록 지시되어 있다.이처럼 A’부분은 A부분보다 길이

도 짧고 보표도 기본 보표로 쓰 지만 음역 의 비는 A부분보다 더

욱 극 화되어 나타난다.

바로 연이어 진행되는 코다에서는 단선율이 하강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곡의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에디슨 데니소 (Ed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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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isov,1929-1996)를 추모하는 것으로, 사라지는 효과를 보여주

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한 앞서 제시되었던 A,B,A’부분이 화음을

심으로 진행되고 이와 조 인 요소로 단음,도약하는 단선율이 제시

되었던 것과 달리 코다에서는 순차진행으로 이루어진 2성부의 선율이 나

와 앞의 진행과 비된다.악상도 바로 앞부분이었던 A’에서 ff와 f의 악

상이 사용되었던 것과 비되는 악상인 ppp-pppp-pppppp로 제시되며

앞서 나왔던 악상들 에서도 가장 여린 악상으로 연주하게 되어있다.

<악보Ⅳ-94>Inmemoriam EdisonDenisovA'와 Coda부분,JátékokVII

앞서 살펴본 것처럼 “Inmemoriam EdisonDenisov”는 음역 의 차

이가 두드러지는 화음들과 편 으로 나타나는 단음들을 심으로 진행

되는 A부분,음역 의 비 없이 다성 화음 진행으로만 구성된 B부분,

A부분이 축소되어 나타나나 음역 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지는 A’부분,

순차 하행하는 2성부의 선율로 이루어진 코다로 각 부분별로 조 인

음악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한 곡의 심이 되는 A부분과 A’부분

에서 나타나는 화음 간의 음역 비와 화음들 사이에 나오는 단선율의

비는 마치 두 악기,혹은 두 연주자가 교 로 연주하는 듯한 느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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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낸다.쿠르탁은 이러한 음역 의 비,음악 요소의 비를 극 화

하여 통일된 한 작품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기보다는 의도 으로 이질

인 요소들의 비를 강조했고 이는 음향에서도 잘 드러난다.

(2)HommageàPierreBoulez,JátékokVII

“HommageàPierreBoulez” 한 음악 요소의 조 진행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피에르 블 즈(PierreBoulez,1925-)는 총렬주의

의 표 인 작곡가로 치 하게 직물을 짜는 것처럼 음악을 작곡했다.

그는 음높이,음길이,음색,강세 등과 같은 여러 음악 요소에 음렬

사고를 철 히 용하여 작곡가가 이러한 요소들에 순서를 지정하여 작

곡하는 방법을 사용했고139),쿠르탁은 이러한 작곡법을 차용해 여러 요

소를 세분화해 이 곡을 작곡했다.그러나 불 즈가 총렬음악을 작곡한

것처럼 쿠르탁은 세분화된 요소들을 모두 수치화시켜 작곡하지는 않았

다.쿠르탁은 음악 요소들을 다양하게 조합해 이들을 이질 으로 배치

했고 이는 악상,분 기,템포,아티큘 이션,음역 의 비에서 드러난

다.비록 세분화된 음악 요소를 수치화해 사용하지는 않았지만,세분화

된 요소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음악 텍스처를 보여 다는 에서 블

즈의 작곡기법과의 연 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곡은 완벽히 총렬음악에 입각한 곡은 아니지만 총렬음악 아이

디어에 착안해 작곡된 작품이며 《야테콕》의 다른 악곡과 달리 빠르기

성격,악상,아티큘 이션 등 음악 요소를 세분화된 형태로 나 어

기보한 것을 볼 수 있다.이 곡은 총 37마디이고 구성에 따라 ‘Vivo,con

slancio(충동 으로,성 하게)’- [Choral]‘Sostenuto(음가를 충분히)’-

‘subitoVivo,comeprima’-‘Sostento,conprima’-‘Sempremolto

sostenuto’-‘Moltotranquillo,pocoAndante’로 구성된 ABA'B'CB''의

6부분으로 나 어 볼 수 있다.이 부분들은 빠르기(tempo) 지시어에

서 나타나듯이 모두 다른 빠르기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각 부분의 주

된 작곡 요소들의 비를 보여 다.특히 ‘Vivo,conslancio’부분에서는

음역 의 비가 집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Sostenuto’부분에서는 코

139)홍정수 외,『두길 서양음악사 2』(서울:나남출 ,1997),pp.5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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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chorale)로 언 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느리게 순차진행하는 화

음들의 진행이 주를 이룬다.

마디 1-8인 A부분은 음역의 비와 함께 아티큘 이션의 섬세한 변

화,악상의 격한 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A부분은 8개의 작은

이즈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각 진행은 오른손,왼손이 음역의 조와

함께 악상,아티큘 이션이 함께 바 며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음역 의 격한 비를 보여주는 화음들의 이즈들 사이에 선율

진행이 주를 이루는 화음의 진행이 삽입되고 이는 이후 ‘Sostenuto’부분

에서 다시 나타난다.각 이즈마다 화음은 오른손과 왼손이 같은 음

고 집합(pitchclassset)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다른 음고 집합으로 이

루어지기도 한다.A부분은 체로 ff로 구성되어 있으나 마디 2,6에서는

ppp로 제시되어 조 인 셈여림을 보여주며 한 두 마디 간격으로 박자

표도 바 어 박 감(pulse)을 계속해서 변화시킨다.A부분의 이즈

구성과 구성음의 개수,음고집합,화음구성,악상기호,아티큘 이션은 아

래의 표와 같다.

이즈 1 2 3
구성음 2 3 4
오른손

음고집합
[01458]-[01489] [01368]-[01458]-[01358] [01]-[03]-[05]-[04]

왼손

음고집합
[01478]-[01459] [01368]-[01458]-[01358] [01]-[03]-[05]-[04]

화음구성
오른손,왼손

다름
같음 같음

악상기호 f-ppp f-ppp-dim.
poco

f-----------

아티큘 이션
staccatissimo-

tenuto

staccatissimo-tenuto-st

accatissimo
leg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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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8

3 2 2 2 1

[04]-[012]-[04

]
[01458]-[01259] [01358]-[01368] [01]-[01458] [01458]

[04]-[04]-[01] [01468]-[01358] [01358]-[01368] [01]-[01458] [01478]

다름 다름 같음 같음 다름

pp   ff-cresc. ff-cresc. ppp   subff

legato-accent-

tenuto

staccato

모두

staccatissimo

모두

staccatissimo

tenuto-

tenuto

staccato

staccatis

simo

<표Ⅳ-16>A부분의 각 이즈별 구성표

<악보Ⅳ-95>HommageàPierreBoulezA부분 mm.1-7,Játékok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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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8-13로 구성된 B부분은 코랄(Chorale)이라는 소제목이 붙어있

는데 A부분과는 다르게 지속 으로 pp악상이 나타나며 테 토와 테 토

스타카토의 아티큘 이션만이 사용되고 있다. 한 넓은 도약으로 인해

생기는 음역 의 비가 아닌 소 라노의 순차진행,동음반복이 주를 이

루며 화음 내성들의 진행도 순차진행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리듬에서

도 8분음표,4분음표,2분음표,겹 2분음표,온음표 등 다양한 리듬으로

구성되었던 A부분과 다르게 2분음표와 4분음표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구성면에서 B부분은 A부분과 조 이지만 한 두 마디마다 박자

표가 바 는 것은 A부분에서와 유사하게 박 감을 계속 변화시킨다.

<악보Ⅳ-96>HommageàPierreBoulezB부분 mm.8-13,JátékokVII

이후 등장하는 마디 14-15인 A'부분은 A부분이 두 마디의 짧은 길

이로 압축된 형태이다.한 마디동안 지속되는 두 개의 이즈로 이루

어진 A'부분은 각 이즈의 첫 화음과 세 번째 화음이 같은 악상,음

정,아티큘 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두 화음과 모두 반 되는 음

악 특성을 포함한 두 번째 화음이 두 화음의 칭축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이 때 왼손의 화음과 오른손의 화음은 수직 으로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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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음고 집합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즈 1 2

마디 14 15

구성음
오 [01458]-[01358]-[01458] [01458]-[01358]-[01458]

왼 [01458]-[01468]-[01458] [01458]-[01358]-[01458]

음역 고- - 고 - 고 -

악상기호 ff- ppp - ff ff - ppp- ff

아티큘 이션
staccatissimo -

tenuto-staccatissimo

staccatissimo-tenuto-

staccatissimo

<표Ⅳ-17>A'부분의 각 이즈별 구성표

<악보Ⅳ-97>HommageàPierreBoulezA'부분 mm.14-15,JátékokVII

마디 16-25인 B'부분은 코랄(chorale)부분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마디 26-31인 C부분은 오른손,왼손이 단선율을 연주하며

2성부를 이 B'부분이 보다 단순화된 모습을 보여 다.이 두 부분은

비슷한 간 음역 에서 집된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음역 의

강한 비를 보여주는 A'부분과 음향 으로 다른 조를 보이고 있

다.마지막 부분인 마디 32-37B”부분은 비슷한 음역 에 머무르며 진행

되는 화음들과 음역 의 이동을 보이며 조를 보이는 화음들이 혼합되

어 사용되고 있다는 에서 A부분과 B부분의 화음진행 방식이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이 부분은 크게 5개의 이즈로 구성되어 있고 악

상이 pp로 유지되는 가운데 화음들이 진행된다.마디 32의 첫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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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른손과 왼손이 같은 음고 집합으로 진행되며 그 외 4개의 이즈

는 같은 음고 집합으로 구성되기도,다른 음고 집합으로 구성되기도 한

다.즉 마지막 B’’부분은 음역 의 이동이나 아티큘 이션의 비라는 면

에서 A부분의 특성과 악상의 사용이나 동음들의 반복이라는 B부분의 특

성이 결합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악보Ⅳ-98>HommageàPierreBoulezB''부분 mm.32-37,JátékokVII

    이처럼 “HommageàPierreBoulez”는 세분화된 음악 요소들로 음

역 ,아티큘 이션,빠르기 지시어,악상 등의 다양한 비들이 동시

에 나타나고 있다.A부분에서 주로 나타나는 음역 의 비는 아티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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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과 악상의 비와 결합되면서 넓은 음역 를 가진 피아노만이 연주

할 수 있는 피아노 특성이 극 화된 연주기법을 보여주며,A부분의

고음역 와 음역 를 이동하는 음향과 B부분의 음역 에서 머무르

는 음향이 조되면서 음향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3.4.인성을 활용한 새로운 음향

20세기 들어서 새로운 음향,음색을 추구하려는 작곡가들의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여기서 살펴볼 하나의 방법은 인성,즉 목

소리의 활용이다.18-19세기 사람의 음성인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은 보

통 성악곡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그러나 20세기 들어 인성

의 활용에 있어서 여러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 다.즉 기존 성악곡에

서 확장된 여러 실험 인 방법들이 시도되었다.이는 인성 기법이 확장

된 것으로 말하는 선율(Sprechstimme),나 이션 등 말과 노래의 간을

표 하는 기법에서 시작되어 다른 악기들의 연주기법을 목소리로 표 하

거나,새로운 기법들이 연극 요소와 결합되는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었다.140) 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던 가사의 사용에서도 변

화가 일어나 텍스트의 의미가 사라지고 가사의 단어들을 음성학 분

을 통해 더 이상 가사의 의미 달이 목 이 아닌 소리 자체에 상징성이

부여되었다.141)

140)변정윤,“20세기 반 성악에 나타난 실험 기법연구,”(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2012),pp.

4-30.

141)베리오,리게티,크럼 등 20세기의 요한 작곡가들은 이러한 새로운 실험 기법들을 자신의

성악 작품들을 통해 보여주었다.베리오는 《시 자 시리즈》,《서클스》 등을 통해 인성기법

을 작품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사용하여 숨소리,손의 제스처를 이용해 음색 조 하는 등 기

존의 연주 습에서 확장되고 기존 방법에서 벗어난 소리의 재생을 추구하 다.가사에서도 일

반 으로는 가사를 직 으로 사용하지만 텍스트의 음성학 분 을 이용,가사 자체의 의미

를 없애고 있음을 알 수 있다.리게티는 《아방튀르》,《 벨르 아방튀르》 등의 성악곡들에

서 실험 양식을 보여주었는데 통 기보양식에서 완 히 탈피하여 성악,기악 특수 주법

들을 많이 사용하 으며 목소리의 다양함을 다른 악기로 연주하듯 기악과 함께 활용하 다.가

사의 사용에 있어서도 무의미한 텍스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사가 분 됨으로써 뜻에 있어서

의 요성은 사라지고 자음,모음에 근거한 소리 그 자체에 을 두게 된다.크럼은 음색에

한 실험 탐구를 통해 성악곡에서도 새로운 소리를 개발해내고 있는데 다양한 악기와 풍부

한 인성의 표 을 통해서 이국 인 색채를 표 하 으며 미국 아방가르드의 흐름을 잘 보여주

었다.크럼의 성악곡에서는 인성의 기악 사용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트릴, 리산도,허

등 다양한 표 을 통한 기술 인 특징을 표 하고 있다. 한 무 배치,악기의 공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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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악곡에 있어서의 인성 기법의 확장은 여러 기악곡에도

용되었고 연주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함으로써 새로운 음색을 얻

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리게티의 《시계와 구름》은 여성합창

과 악을 한 곡으로 인성을 포함하지만 텍스트를 가지지 않아 언어

특성 없이 노래성부가 단지 하나의 악기 기능을 하도록 작곡되었

다.142) 한, 루노 바르톨로 (BrunoBartolozzi,1911-1980)의 《4성을

한 소 콘체르토》에서는 롯,오보에,클라리넷,바순 등의 악기들이

새로운 음향 효과를 내기 해 새로운 악기주법을 사용하면서 하나

의 방법으로 연주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 다.143)

이처럼 새로운 음향을 해 기악음악에 인성을 사용하는 방법은 매

우 짧고 간결한 형태이지만 쿠르탁의 《야테콕》에서도 새로운 음향추구

의 한 형태로 나타난다.특히 쿠르탁이 인성을 사용하는 방법은 성악곡

이 아닌 피아노곡에서 피아노에 비되는 음향으로써 목소리를 사용해

연주자가 피아노 소리에 응하는 하나의 성부로써 인성을 취 하 다는

에서 새롭다.

(1)HungarianlessonsforForeigners,JátékokVI

이 곡은 헝가리어를 배우기 한 교육용 목 으로도 작곡되었다.144)

여기서 사용된 가사는 헝가리어인 ‘Kefe( 러쉬),Kecske(염소),Kalap

(모자),Kalapál(쿵),Boszszant(감탄사)’이다.이 단어들은 비슷한 철자로

이루어졌으며 앞 음 은 같고 뒤 음 만 달라진 두 개씩의 짝을 이룬 단

어들이 사용되었다.쿠르탁은 음표 하나마다 각 단어를 음 별로 나 어

[Ke-fe,Kecs-ke,Kalap,Ka-la-pál]로 사용하고 있으며 마지막 단어에

서는 발음기호로 보이는 [sz ]가 첨가되어 긴 음의 길이를 채

워주고 있다.6마디의 짧은 구성을 보이는 “Hungarian lessons for

치를 통해 새로운 음향을 추구하 다.

142)변정윤, 의 ,p.75.

143)김규 외,『 음악 사조와 구조분석』(서울:도서출 작은 우리,2000),pp.219-220.

144)이 곡은 표제에서 드러나는 측면을 살펴보면 교육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가

사들의 음향 효과에 더 을 맞추어 Ⅳ.3장의 음향 측면의 연구 부분에서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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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ers”는 각 마디마다 먼 연주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분 된 형태

의 짧은 단어를 말하는데 이는 단어의 뜻을 드러내기 보다는 각 마디마

다 피아노에 응되는 하나의 성부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실제 연주에서 이 단어들은 감상자에게 그냥 하나의 음향처럼 들려진다.

마디 1-3과 마디 4-6은 각각 음악 으로 다른 진행을 보인다.마디

1-3은 각 마디에서 단어가 제시된 후 단어의 음 들이 가지는 음가와

같은 음가를 가진 음들이 피아노로 연주되며 인성과 피아노의 진행은 서

로 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마디 1의 ‘Ke-fe’가 발음될 때와 그 뒤

두 음은 모두 8분음표로 연주되고 있고 마디 2의 ‘Kecs-ke’는 피아노의

4분음표와 같은 길이로 연주된다. 한 마디 3의 16분음표의 ‘Kalap’은

16분음표의 두 개로 구성되었고 쉼표 후 피아노 성부에서 뒤따라 16분음

표들이 나온다.이때 아티큘 이션이나 악상의 사용은 음길이와는 달리

피아노성부와 목소리 성부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마디 1-3의 피

아노 트는 f,sff,스타카티시모,엑센트 등 모두 짧고 날카로운 음향을

내도록 지시되었지만 인성 트는 악상에 있어서는 f를 사용하긴 하지만

마디 2에서 볼 수 있듯이 테 토 스타카토를 사용해 이 후에 나올 스타

카티시모 피아노 소리와 조를 이루고 있다.이 외에도 피아노가 연주

하는 화음의 구성은 마디 1에서는 장 2도,마디 2에서는 단 3도,마디 3

에서는 완 4도 화음으로 음 간격이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디 4-6은 앞의 마디 1-3이 서로 등한 계를 가진 목소리와 피

아노가 교 로 연주되는 형태를 보인 것과 달리 목소리를 낼 때 피아노

와 모두 같이 연주되도록 구성되었다.마디 4의 음 에 따라 나뉘어 발

음되는 세 개의 음은 피아노에서도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스타카티시모로

연주되도록 지시되어 있다.마디 5-6은 두 음 로 구성된 온음표와 8분

음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긴 지속음 형태의 ‘Bosz’음 은 발음기호를 길

게 늘이면서 긴장감을 조성한 뒤 강한 크 센도를 통해 마지막 음을 던

지는 듯 발음하도록 하고 있다.이 때 피아노는 같은 음가와 아티큘 이

션,악상기호를 가지고 연주되며 인성 부분과 완 히 합쳐지는 효과를

주도록 작곡되어 있다.

이처럼 쿠르탁은 “HungarianlessonsforForeigners”에서 두 성부

사이에 같은 악상기호를 사용하기도 하고 조되는 아티큘 이션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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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하면서 6마디를 거치는 동안 피아노와 인성이라는 이질 인 두

개의 성부를 통해 다양한 음악 효과를 시도하 다.

<악보Ⅳ-99>HungarianlessonsforForeigners,JátékokVI

(2)Fundamentals(1),JátékokVI

“Fundamental(1)”은 연주자의 목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서로 을

이루어 화를 하듯 구성되어 있고 가사는 모음과 감탄사로 이루어져 있

다.못갖춘 마디에서 제시된 꾸 음 역할의 첫 인성의 감탄사를 제외하

면 이 곡은 피아노에서 먼 음을 제시하면 그에 응하는 연주자의 목

소리가 뒤따라 나오는 구성을 보인다.

쿠르탁은 “연주자의 목소리는 언제나 자연스럽게 말하는 형태의 목

소리를 사용하라”고 지시하 다.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쿠르탁은 ‘Ach!,

ü,õâ,â-õ,u’의 모음과 감탄사로 이루어진 가사를 통해 뜻을 달하려

고 하기보다는 연주자의 음성을 피아노 연주자가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

에 더해지는 하나의 성부로 취 하고 있다.

피아노에서 연주되는 성부를 살펴보면 각 음들은 긴 지속음의 형태

를 띠고 있는데 마디 1에서 D음으로 시작하여 마디가 진행될수록 D음에

E,F#,G음이 더해지며,구성음이 계속해서 한 음씩 늘어나고 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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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각 음들이 지속되는 동안 페달을 사용하여 페달은 짧고 건조한 음정

으로 음 을 말하는 인성과 비되는 음향 효과를 낸다.

<악보Ⅳ-100>Fundamentals(1),JátékokVI

목소리가 사용된 성부는 마디 2의 조되는 악상의 사용을 제외하고

피아노 성부와 같은 셈여림 기호와 아티큘 이션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음을 지속하면서도 크 센도나 디크 센도 등의 세 한 악상의 표 을

지시함으로써 피아노에서 불가능한 하나의 지속음에서의 악상 변화를 시

도하여 목소리와 피아노 소리의 음색의 비를 살리고자 하 다.

마디 1-2는 ff의 악상으로 강한 엑센트의 아티큘 이션을 가지고 피

아노가 연주된 후 목소리 성부가 나오는 구성인데 마지막 음에서는 갑자

기 ppp악상이 나타난다.이후 마디 3에서는 pp의 악상으로 변화되어 테

토를 통한 부드러운 터치로 피아노 음이 연주되면 같은 악상으로 인성

이 연주된다.이 때 인성은 피아노로는 연주가 불가능한 한 음을 지속하

며 크 센도를 하고 음량의 변화를 으로써 피아노 성부와의 조를 보

여 다.이후 마디 4에서는 갑자기 f로 등장하는 스타카티시모 8분음표들

이 연주되는데 이런 짧은 아티큘 이션에서도 쿠르탁은 페달을 지속하도

록 지시하여 음들이 섞이면서도 강한 울림을 가지도록 하 다.이후 마

디 5-6의 두 성부는 모두 pp악상과 테 토로 연주되고 있는데 이 때 마

디 3과는 반 로 인성 성부에서는 음을 지속할 때 디크 센도를 통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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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라지는 효과를 다.

이처럼 음이 하나씩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피아노의 불 화의 울림

덩어리 안에서 짧게 나타나는 효과음으로 사용된 인성 성부는 페달과 함

께 많은 잔향을 가진 지속음을 연주하는 피아노 성부와 비되어 매우

흥미롭게 나타난다.

(3)Fundamentals(2),JátékokVI

연주자의 목소리를 활용한 마지막 곡인 “Fundamentals(2)”는 두 단

으로 구성되었으며 마디 1-4의 첫 번째 단은 자음,마디 5-7의 두 번째

단은 모음을 사용한 가사를 보여 다.이 곡 한 목소리의 다양한 악상

변화를 통해 피아노와 조되는 모습을 보여 다.

마디 1-4의 연주자의 목소리 성부는 섬세한 악상의 변화를 포함한

긴 지속음을 한 마디동안 유지하면서 시작한다.이와 조 으로 피아노

성부에서는 스타카토 아티큘 이션으로 연주되는 피아노 소리가 세 번

반복된다.마디 1에서는 길게 지속되는 인성 성부가 두 번의 크 센도

디크 센도와 한번의 크 센도를 통해 음성의 악상 변화를 화려하게 보

여주고 있다.마디 3에서는 인성 성부가 하나의 긴 디크 센도를 통해

사라지는 효과를 주고 있는데 이는 다음 마디에서의 곡의 내용 변화를

비하기 한 장치로 볼 수 있다.

마디 5-7은 마디 1-4와 조 으로 피아노에서 먼 긴 지속음 형

태의 클러스터와 화음이 연주되면 인성 성부가 뒤따라 나오는 구성을 보

여 다.이 곡에서는 피아노와 인성 성부의 악상의 조는 보이지 않지

만 두 성부에서 길게 지속하는 목소리와 스타카토로 연주되는 피아노 소

리가 번갈아 나오는 아티큘 이션의 조가 돋보인다.마디 5-6은 쿠르

탁이 인성을 사용하여 작곡한 3곡 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성의 활용을

보여 다.작곡가가 직 ‘불쾌한 소리로(unpleasantsound)’라고 지시한

것처럼 째는 듯한 불쾌한 소리로 연주자가 모음을 발음한 뒤 마디 6에서

리산도 기법을 사용해 고음에서 비명을 지르듯이 음부로 떨어진다.

이러한 목소리는 기괴한 분 기를 자아내는데,이는 연주자의 목소리가

단지 피아노 소리에 조될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인 독특한 음향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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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작곡가가 의도하 다고 볼 수 있다.

<악보Ⅳ-101>Fundamentals(2),JátékokVI

이처럼 쿠르탁은 《야테콕》에서 피아노 소리와 비되는 인성을 사

용하여 새로운 음향의 효과를 추구하 다.20세기 반 이후,여러 실험

인 형태의 음 가사의 분 을 사용하는 성악곡들은 이 과 달리

가사의 의미 달을 무시하고 인성을 악기와 같은 하나의 음향 매체로

사용하 다.145)그러나 쿠르탁은 성악곡이 아닌 피아노곡에서 연주자가

자신의 피아노 소리에 으로 인성을 사용하여 음향 음색의 비

효과를 주고자 하 다.이처럼 그는 피아노 작품에서 연주자에게 피아노

연주뿐만 아니라 인성을 소리를 표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새로

운 연주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145)변정윤,“20세기 반 성악에 나타난 실험 기법연구,”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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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Játékok》에 나타난 쿠르탁의 피아니즘

지 까지 Ⅳ장의 작품 분석연구를 통해 우리는 《야테콕》이 교육

, 술 ,피아노 기법 측면에서 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피아노 교육을 목 으로 시작된 《야테콕》은 후반으로 갈수록

술 성격을 띠면서 특정한 목 을 가지지 않고 작곡가의 내면세계를

자유롭게 은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한 단편 이고 편 형태인

《야테콕》의 개별 악곡들은 음악 수사 없이 아주 작고 단순한 음악

단 들로 이루어져 있고 새로운 연주 방식을 시도하는 쿠르탁의 고유한

작곡기법과 결합되어 있다.이 듯 하나의 작품집이지만 다양한 의미를

지닌 《야테콕》은 재에도 계속 쓰이는 작품으로서 미학 으로 확정되

거나 통일된 특징을 규정짓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야테콕》은 쿠르탁이 자신의 개인 인 경험을

바탕으로 친구들에 한 기억을 음악으로 표 하고 자신이 존경하는 작

곡가들에 한 음악 오마주를 표 하는 등 그의 음악 아이디어를 모

아놓은 장소로서 쿠르탁의 음악세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요한 의미

를 지닌다.이러한 견지에서 《야테콕》에 나타나는 쿠르탁의 피아니즘

을 네 가지 측면에서 조명하면 다음과 같다.첫째,《야테콕》에는 피아

노를 활용한 음악 놀이 혹은 유희 특징이 뚜렷이 드러난다.둘째,

《야테콕》의 개별 악곡들은 짧고 편 이지만 작품 안에 시처럼 함축

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연주자의 해석 상상력이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셋째,이제까지 피아노에서 구 되지 않았던 새로운 음향의 시

도가 나타난다.넷째,작품에서 연주자는 단순히 악곡을 달하는 매개자

가 아닌 창조자로,연주자의 치가 요해진다.이번 장에서는 지 까지

출 된 《야테콕》 8권에 걸쳐 이 네 가지 측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1.놀이로서의 연주,유희로서의 작곡

《야테콕》은 쿠르탁이 엄격한 규칙에 의한 작곡 방식 때문에 작품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재개할 수 있는 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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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 작품집이다.쿠르탁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음악 감과

느낌을 자유롭게 작품으로 만들었고 작곡가 자신 뿐 아니라 연주자나 감

상자 모두가 부담 없이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작곡하 다.146)이는 쿠

르탁의 음악 이 변화하 다는 것을 의미하며 《야테콕》의 제목인 ‘야

테콕’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놀이‧유희’라는 뜻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를 들어 《야테콕》에는 리산도,클러스터 등과 같은 특정 연주기법을

활용하거나 특정 작곡가의 작품이나 음악 형식의 특징을 풍자 인 캐리

커처풍으로 표 한 작품이 자주 등장하는데,여기서 유희 인 성격이

매우 두드러진다. 한 쿠르탁은 《야테콕》을 통해 피아노를 학습할 때

생겨나는 실수와 어려움을 융통성있게 허용함으로써 기존의 도제식 교육

에서 탈피하여 피아노에 즐겁게 근하도록 했다.

첫째,《야테콕》에서 쿠르탁은 리산도,클러스터 등의 연주기법을

활용하여 작품집의 유희 성격을 표 하고 있다.“Perpetuum mobile”에

서는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물결선으로 기보된 리산도의 변화만을

가지고 곡을 구성하고 있다.쿠르탁은 넓은 음역 의 리산도로 건반을

스윽 훑고 지나가는 것을 활용하여 커다란 소리의 흐름이 움직이는 듯한

음향 효과를 시도하 다.즉 이 작품은 리산도만으로 작품을 구성하

여 피아노 연주를 하나의 놀이처럼 표 했고,쿠르탁은 이러한 유희

성격의 악곡도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피아노의 연주기법을 활용하여 마치 놀이와 연주가 하나로 결합되는

형태는 다양한 클러스터 연주기법이 사용된 곡에서도 나타난다.

“HommageàPappLaci”는 헝가리 출신의 권투선수인 라치를

한 헌정곡으로,주먹의 면을 사용하는 음표의 그래픽 기보법은 마치

주먹을 묘사하는 듯하다.클러스터로만 작곡된 이 곡은 경쾌한 움직임을

표 하는 빠른 8분음표의 진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음들의 다양한 그룹

핑,아티큘 이션,악상의 변화를 통해 권투선수의 여러 움직임을 재미있

게 표 하려는 쿠르탁의 음악 시도를 찾아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클러스터 기법은 연극 인 요소와 결합되기도 한다.“The

BunnyandtheFox”는 여우와 토끼가 사냥꾼에 쫓기는 내용을 피아노

146)Grmela,“ExploitingMaterialtotheMaximum:PitchStructureandRecallInKurtág's

instrumentalMusic,”pp.1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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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 하는 작품으로,“몰래 다가오던 여우가 숲속의 빈터에 도착하여

주 를 둘러본다.토끼도 숲속 빈터에 도착하여 주 를 둘러본다.여우가

토끼를 잡아챈다.사냥꾼이 여우를 쫓아가서...빵!”이라는 동화 같은 극의

지문이 악보에 함께 제시되어 있다.쿠르탁은 지문의 내용에 따라 곡

체를 구성하는 클러스터들의 종류와 연주 방식에 변화를 주며 소리로 작

품을 형상화한다.가령 “주 를 둘러본다.”라는 지문을 표 하기 해 연

주자는 손가락으로 B음을 계속해서 르면서 손바닥으로 조 씩 음을

바꾸어가며 클러스터로 연주한다.이 경우 클러스터기법은 마치 여우와

토끼가 주 를 둘러보는 것처럼 묘사된 것으로,연주자는 피아노 건반을

연주한다기보다는 지문의 내용에 나타난 두리번거리는 이미지를 손가락

과 손바닥의 움직임으로 표 하고 있다.이처럼 “TheBunnyandthe

Fox”는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지문의 내용에 따라 트 있게 작곡된 작

품으로 이는 쿠르탁이 피아노를 통해 새로운 음악 유희를 구 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둘째,《야테콕》에는 쿠르탁의 음악 착상이 마치 캐리커처처럼

음악으로 표 되어 있다.캐리커처(caricature)란 ‘어떤 사람의 특징을 과

장하여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그림이나 사진’이라는 뜻147)으로 어떤 사물

이나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을 풍자하거나 희화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쿠르탁은 다른 작곡가들의 곡에서 나타나는 강렬하고 편 인 인상을

그 작곡가에 한 헌정용 작품으로 작곡하거나 음악장르와 형식이 갖고

있는 음악 특징을 과장하거나 풍자하는 형태의 작곡기법을 보여주었

다.이러한 쿠르탁의 작곡기법은 《야테콕》 체에 걸쳐 뚜렷이 드러나

고 있으며 우스꽝스러운 풍자로 작품집의 유희 면모를 보여주는 좋은

이다.

그 표 인 로 존경하는 작곡가에 한 헌정 작품인 “Hommageà

Tchaikovsky”에서는 피아노가 갖는 화려한 기교를 주먹으로 체하여

풍자 으로 보여주고 있다.비르투오조 인 테크닉을 보여주는 요소들을

리산도와 클러스터를 이용해 우연 이고 우발 으로 표 하면서 그 특

징을 부각시킨 것이다. 한 “Lafilleauxcheveuxdelin-enragée”는

드뷔시의 “Lafilleauxcheveuxdelin”을 인용한 작품으로,드뷔시 작품

147)http://www.oed.com[2013년 11월 10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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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나는 악상과 아티큘 이션,템포와 사용된 음역 등의 음악

요소들을 모두 반 로 구성하여 쿠르탁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방식을 보

여 다.이처럼 쿠르탁은 자신이 헌정한 작곡가들의 특징 인 양식이나

작품의 외양에서 드러나는 음악 요소를 활용하여 음악 인 캐리커처로

만들었다.148)

다른 방식의 캐리커처 특징으로는 류드,키리에,베르세토,찬

미가 등의 작품에서 세와 르네상스 시 의 형식을 빌려와 그 장르의

특징을 풍자 으로 사용한 것을 들 수 있다.쿠르탁은 통 인 장르에

서 자신이 받은 인상을 자신만의 독특한 인 음악어법으로 표 하

고 있다.“AnApocryphalHymn”라는 곡에서 ‘Apocryphal’은 ‘성서의 외

경의 혹은 거짓의 가짜의’라는 뜻149)으로 쿠르탁은 이 뜻을 활용하여

“AnApocryphalHymn”에서 불 화음을 연주하도록 작곡하 다.이때

최상성부는 뚜렷한 선율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되거나 최소한으로 움직

이고 내성과 최 성부에서 변화를 보이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이처럼

찬미가(Hymn)가 원래 최상성부에서 선율을 노래하는 것과 달리 《야테

콕》에서는 원래 찬미가의 음악 특징을 비틀어 반 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과거의 통 장르에서 음악 인 아이디어를 얻어 쿠르

탁 특유의 재치와 익살로 변형,발 시킨 것으로 형식 구성을 한 핵

심 요소만을 남기고 이를 재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쿠르탁은 《야테콕》의 교육용 목 의 작품들에서도 연

주를 즐길 수 있도록 하 다.“Walking”,“Toddling”,“Let'sbeSilly”

등의 곡들은 아직 어려서 피아노 의자에 앉을 때 건반 체에 손이 닫지

않는 어린이들을 해 작곡된 곡으로 연주할 때 서거나,걸어 다니거나

하면서 “재 는”혹은 장난치는 듯한 효과를 주게 된다.이는 피아노에

오래 집 하여 앉아 있기 어렵고 지루함을 느끼기 쉬운 아이들의 흥미를

일으키기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이 곡들은 성인 연주자가 연주할

때에도 아이들이 연주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지시되어 있는데,이는 쿠르

148)앞의 헌정용의 작품의 분석에도 썼듯이 차이코 스키 주곡에 한 오마주 작품에서 쿠르탁

은 후기 낭만주의의 비르투오조 인 요소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과장된 연주에 한 풍자

패러디를 반 하고 있다.각주 참고.Vargaed.,GyörgyKurtág,ThreeinterviewsandLigeti

Homages,pp.285-287.

149)『동아 라임 한 사 』(서울:두산동아,2009),“apocryp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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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이 《야테콕》을 연주하는 사람의 표 의 자유를 존 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쿠르탁은 “WrongNotesAllowed(1),(2)”를 통해 새롭게 작품에

근하는 방법을 보여 다.이 곡들은 테크닉 으로 어려운 도약을 포함

하고 있지만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연주자가 연주할 때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작품으로 허용하고 있다.이처럼 다양한 교육용 표제

의 곡들을 통해 쿠르탁은 피아노를 진지하고 엄격하게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에서부터 작품을 무 에서 연주하기까지 연주자

가 최 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 다.이는 《야테콕》의 유희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이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변화된 쿠르탁

의 음악 이 반 된 것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테콕》은 연주자와 작곡가 모두에게 음

악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놀이·유희 공간이다.쿠르탁은 《야테콕》

의 개별 악곡들을 피아노의 연주기법을 바탕으로 작곡해 놀이와 연주를

하나로 결합시켰고,음악 감을 캐리커처 으로 표 해 유희 성격

을 드러냈다. 한 개별악곡들의 길이가 짧다는 것은 연주에의 부담감을

덜어주어서 놀이·유희 효과를 더해 다.더 나아가 쿠르탁은 《야테

콕》의 교육용 표제 작품들에서 피아노를 연습하거나 연주할 때 생길 수

있는 실수도 작품에 포함시켜 음악을 아무런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허용했다.이러한 쿠르탁의 음악 의도는 연주자가 연주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상황까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연주자에게 보다

많은 상상력과 자유를 허용해 다.

2.시 함축성과 연주자의 해석 상상력

《야테콕》의 가장 큰 특징 요소 하나는 모든 작품이 음악

내용과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표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쿠르

탁은 직 인터뷰에서 “나는 일기를 쓰는 신 음악을 통해 메시지를 표

한다.”고 밝혔으며 작품집의 부제 ‘Diaryentry,personalmessage’에서

알 수 있듯이 《야테콕》에는 개인의 일기처럼 쿠르탁의 내면세계가 담

겨 있다.따라서 《야테콕》은 쿠르탁의 개인 인 메시지를 내포하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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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암시 특징을 띠게 된다.연주자들은 개별 악곡이 작곡된 배경이

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작품을 표 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하

지만 《야테콕》에는 말이나 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며 가장

요한 것은 작곡 과정에서 쿠르탁이 남겼던 ‘념’이나 ‘메세지’보다는

‘소리’의 표 이었다.150)이로 인해 연주자는 작곡가의 의도와 상 없이

자신만의 고유한 해석을 통해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151)이처럼 쿠르탁

의 사 인 세계와 주 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야테콕》은 작품의

의미가 모호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특징을 지니

며,이러한 작품을 해석하게 되는 연주자의 상상력이 매우 요해진다.

한 유희 성격의 간단하고 쉬운 작품들이 주를 이루는 《야테

콕》은 짧고 단순한 형태로,시 인 함축성을 띤다.이러한 간결한 작품

들을 이루는 소수의 음들은 단순한 음악 착상의 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음악 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쿠르탁은 자신의 작품을

화음이나 화성진행 등 음들로 꽉 채우기보다 은 음으로 자신의 음악을

보다 함축 으로 표 하길 의도했다.이와 같은 특징은 연주자가 연주할

때 음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하여 연주하게끔 한다. 를 들어

“PreludeandwaltzinC”,“Waltz”등의 악곡에서는 음악형식의 특징

요소들을 최소한으로만 남겨 단순화하여 표 하고 있으며 압축 으로 음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이는 쿠르탁의 음악신념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그는 “단순성을 얻기 해서는 매 순간이 무게 있고 요하게

연주되어야 하고 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 남게 되

는 최소한의 음들로도 요한 의미들이 표 될 수 있다.”고 밝혔다.152)

야크 비제르칸(XakBjerkern)은 자신의 논문에서 짧은 작품 안에서 시처

럼 여운을 남기며,제약을 두지 않고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야테콕》의 함축 인 음악 특징들을 시 인 편성으로 설명하

다.153)

이처럼 쿠르탁의 내면세계를 담고 있는 《야테콕》은 작품의 표제와

150)조은화,“GyörgyKurtág에 나타난 음소재의 체계 활용에 한 고찰,”p.54.

151)2013년 8월 31일 로날드 카바 (RonaldCavaye)와 이루어진 쿠르탁에게 보낸 서면 질문에

한 화인터뷰 내용이다.

152)Bjerkern,“PoeticFragments:GyörgyKurtág'sJátékokforPiano,”p.4.

15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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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축 인 개별 작품의 특성을 토 로 암시 인 특성을 나타내며 이러한

작품집의 특징은 연주자에게 작품의 완성을 해 풍부한 미 단과 상

상력을 요구한다.칸트에 따르면 ‘상상력’이란 구체 인 이미지를 산출하

는 마음의 능력154)으로 특정한 사상,즉 개념에 하지 않으면서도 많

은 생각을 가져오게 하는 정신 활동이며 미 단을 해서는 감각

직 의 다양성을 종합하는 상상력이 필수 이다.155)이와 같은 칸트의

상상력 개념을 《야테콕》의 연주와 련해 살펴보면,연주자의 미

단은 《야테콕》을 완성하기 한 요한 요소이며 연주자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해석은 그만큼 요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연주자의 해석에는 연주자의 직 과 상상력이 필연 으로 수반된다.)쿠

르탁 역시 《야테콕》의 연주를 한 연주자의 해석을 매우 시하 으

며 연주자의 해석과 상상에 맡겨 연주하는 것이 《야테콕》을 이해하는

핵심이라 밝힌 바 있다.156) 한 《야테콕》에 담긴 함축 이고 암시

요소들과 기보법의 막연함에서 오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은 연주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즉 연주자의 상상력을 통해 비로소 의미 있

는 작품으로 재구성된다.

물론 연주자의 상상력은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할 때도 필수

인 요소이다.그러나 쿠르탁의 《야테콕》에서 연주자의 상상력이 특

별히 요한 이유는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함축 인 의미를 내포하는

154) 칸트는 『 단력 비 』에서 술의 취미 단을 한 상상력과 분별력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취미 단이 어떻게 보편타당성을 갖는지 다음과 같이 논증이 개된다.

·취미 단의 주 은 자신의 단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편 으로 타당함을 요구한다.

·취미 단의 근거가 주 의 즐거움이므로 주 의 심의 상태를 보편 으로 달할 수 있음이 취미

단의 주 조건이 된다.

·어떤 표상이 보편 으로 달 가능하려면,‘인식’이거나 ‘인식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취미 단의 규정근거는 개념과 무 하게 으로 주 일 뿐이므로,그 규정근거는 표

상을 ‘인식 일반(Erkenntnisüberhaupt)'과 련시키고 있는 상상력과 오성사이의 계에서,즉

인식능력의 자유로운 유희(freiesSpiel)에서 드러나는 심의상태 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이러한 표상의 “오로지 주 이며(미감 인) 정(Beurteilung)이 표상에 한 즐거움에 선행(先

行)하며”,인식능력들의 조화에 한 즐거움의 근거인 것이다.

즉,칸트는 『 단력 비 』에서 취향 단은 단자의 주 성이 요하다고 보지만 그 주

단에는 다른 사람들도 그 게 느끼는 보편 타당성이 요구된다. 한,이러한 취향 단은

상상력과 이성 사이의 자유로운 유희 상태를 통해 결정되게 된다

미학 계간행회,『미학의 역사』(서울:서울 학교 출 문화원,2007),pp.310-311.

155)오희숙,『철학 속의 음악』(서울:심설당,2009),pp.35-36.재인용.

156)Bjerkern,“PoeticFragments:GyörgyKurtág'sJátékokforPiano,”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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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특성과 기보법의 막연함으로 인해 다른 작품들과 달리 연주를

한 연주자의 상상력의 범 가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이다.그리고 이러

한 연주자의 상상력은 《야테콕》의 목 에 담긴 피아노 연주의 ‘유희·

놀이’인 측면을 더욱 자유롭게 부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쿠르탁에게 《야테콕》은 어떤 특정 음악 아이디어를 실 하는 것

보다 자신의 음악 작품을 통해 연주자와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

된 작품집으로 이러한 소통의 욕구는 연주자의 역할이 이 보다 더 요

하게 다루어졌다는 것을 시사한다.그 과정에서 연주자는 상상력을 통해

하나의 음악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며 작곡가의 아이디어들을 완성하

는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쿠르탁은 《야테콕》에서 특정 음악 기법이 내재되어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반 하기 한 단순하면서도 함축 인

작품을 통해 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만의

독특한 그래픽 기보법를 통해 제스처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결국 이

러한 이미지들은 《야테콕》의 개별 작품의 의미를 모호하게 하여 다양

한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암시 인 특징을 띠게 되며 이를 통해 《야테

콕》은 ‘수수께끼 성격’을 가지게 된다.연주자들은 ‘수수께끼 성격’으로

인해 곡의 내용을 악하는 데 한계를 느끼게 되지만 자유로운 유희 상

태에서 상상력을 발휘해 연주를 함으로써 《야테콕》의 음악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즉 《야테콕》은 연주자들에게 필연 으로 상상력을

요구하며,각각의 연주자만이 갖는 고유하고 독창 인 해석이 요한

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피아노를 통한 새로운 음향의 추구

쿠르탁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작곡가 으며 피아노는 그에게 악기이

기에 앞서 작곡을 하기 한 도구 다.즉 그는 매우 뛰어난 피아니스트

이자 피아노의 특성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작곡가로 이러한 쿠르탁의 음

악 성향은 《야테콕》에 잘 나타나 있다.쿠르탁은 피아노 특유의 기

법이나 악기 구조에서 비롯되는 음향에도 많은 심이 있었고,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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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형식 인 짜임새나 음악 모티 가 논리에 따라 발 하는 곡뿐만

아니라 피아노로 표 될 수 있는 ‘음향’ 는 ‘소리’를 요시하는 곡에서

잘 드러난다.157)《야테콕》의 개별 악곡들에서 그는 새로운 음향을 효

과 으로 표 하기 한 다양한 작곡방법을 보여 다.

첫 번째 로는 《야테콕》에서 피아노라는 통 악기를 통해 한

성부나 특정 음악 요소가 드러나지 않고 음층과 음향 덩어리가 작품의

요 요소로 나타나는 새로운 ‘음향음악’혹은 ‘음색음악’을 구 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이는 피아노라는 악기가 하나의 오 스트라

로 비견될 만큼 여러 성부를 하나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는 피아노 악

기의 특성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158)특히 4권의 “Kyrie”는 피

아노의 ‘음향음악’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이다.이 곡은 두 명의 연

주자가 한 피아노에서 C,G,A♭,A,B♭,B음들만으로 연주하는데 이

러한 제한 음소재들은 네 성부에서 같은 음이 다른 음역에서 연주되며

겹쳐지는 기본 으로 8개의 층을 통해 커다란 음향 덩어리를 만든다.

이처럼 여러 음향층들의 수직 만남에서 생기는 음향 덩어리들은 계속

되는 지속음을 통해 음향의 외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음악 변화는 내성

의 순차진행이나 생략된 음을 통하여 소리의 잔향처럼 표 된다.즉 네

성부가 겹쳐지면서 생기는 거 한 음향 덩어리는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규칙 인 리듬이나 형식의 변화보다는 내성의 진행을 통해 음을

조 씩 변화시키며 음색과 음향을 미묘하게 바꾸는 것이다.

한 《야테콕》에서 쿠르탁의 ‘음향음악’ 시도는 다른 악기의 특성을

피아노로 묘사한 작품들에서도 나타난다.그는 피아노가 아닌 다른 악기

나 특정 음악 요소를 음향 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야테콕》의 몇몇

작품들은 피아노를 통하여 종소리나 팡 ,오르간 등 악기의 특성을

소리로 묘사하고 있다.가령 “BellsforMargitMándy”,“Bell-fanfare

forSándorVeress”,“OrganandbellsinmemoryofDoctorLászló

Dobszay”와 같은 작품에서 쿠르탁은 종소리,팡 ,오르간 음향들을

157)쿠르탁의 음악은 말로 혹은 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그의 음악은 ‘념’보다는 ‘소

리’의 표 이었다.《Játékok》의 첫 곡에서는 주먹으로 피아노의 각 음역을 러보도록 하고

있다.조은화,“GyörgyKurtág에 나타난 음소재의 체계 활용에 한 고찰,”p.54.참조.

158)이러한 피아노의 특징은 작곡가들이 악 작품을 피아노곡으로 편곡한 것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 202 -

묘사하고 있는데 쿠르탁은 이를 묘사하기 해 3화음이나 완 5도를 곡

의 기본요소로 사용했다.이 때 특정 성부나 선율이 드러나는 신 긴

음가로 구성된 음들을 한 페달을 사용하여 하나의 음향 덩어리가 되도록

하거나 지속음을 심으로 음악 진행을 최소화하여 작곡하여 쿠르탁은

작품을 ‘음향 덩어리의 상태’,즉 ‘음향 그 자체’로 들리도록 했다.이는

음향 묘사 작품들이 다른 악기의 음향을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향음악’ 효과를 동시에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처럼

《야테콕》에는 악기의 특성을 음향 으로 묘사한 작품에서 음악의 선율

인 표 역을 벗어나 피아노에서 구 할 수 있는 소리를 ‘음향음악’으

로 표 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둘째,《야테콕》에는 독특한 음향을 구 하기 해 연주회용 그랜

드 피아노가 아닌 업라이트 피아노를 사용하여 연주하도록 지시된 작품

들이 있다.업라이트 피아노 연주와 그랜드 피아노 연주의 차이 은 음

향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악보는 차이가 없으나 실제로 연주될 때의 울림

은 확연히 다르다.쿠르탁은 업라이트 피아노에서는 가볍고 따뜻한 소리

가 퍼져 나오며 업라이트 피아노에서 연주함으로써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159)쿠르탁은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업라이트 피아노를 한 연주 작품을 작곡해 기존의 연주회용 그랜드 피

아노의 음향과 다른 피아노 소리를 탐색,구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업라이트 피아노를 한 작품으로는 “FarewelltoPalKadosa”등이 있

는데,이러한 작품들은 주로 섬세한 표 과 다른 세계에서 들려오는 듯

한 소리의 표 을 해 극단 으로 여린 악상으로 연주하게 되어있다.

쿠르탁은 이 곡들을 효과 으로 표 하기 해 이를 업라이트 피아노로

연주하도록 제안하 고 이때 머 러 페달을 밟고 연주(Pianino con

supersordino)하도록 하여 더욱 독특한 음향을 의도하 다.이와 같이 따

뜻하고 부드러우면서 동시에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울림을 만들어내는

업라이트 피아노의 음향 특성은 쿠르탁의 새로운 음악 효과를 해

합한 악기선택으로 볼 수 있다.160)

셋째,쿠르탁은 《야테콕》에서 연주자의 목소리를 활용하여 작품집

159)RichardStevenArgosh,“NineShortPieces:BrevityinthemusicofBeethoven,Webern,

andKurtág,”(Ph.D.Diss.,PrincetonUniversity,1991),pp.72-75.

160) Bjerkern, “PoeticFragments:GyörgyKurtág'sJátékokforPiano,”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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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음향 가능성을 보여 다.《야테콕》의 “Hungarianlessons

forForeigners”,“Fundamentals”와 같은 작품들은 헝가리어 가사로 쓰

인 단어를 연주자가 목소리로 표 한다.연주자가 말하듯이 부르는 가사

는 의미를 달하기보다 각 마디마다 피아노 성부에 응하는 하나의

선율로 기능한다.피아노 연주자의 말하는 듯한 목소리,즉 인성을 피아

노에 응되는 하나의 악기로 취 한 것이다.이처럼 피아노곡에 인성이

포함되어 생기는 독특한 효과는 20세기 후반 새로운 음향을 시도하기

해 성악장르에서 새로이 나타났던 여러 실험 인 형태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그러나 쿠르탁은 성악곡이 아닌 피아노곡에서 인성을 사용했고 피

아노 음향과 목소리의 음색의 비효과를 통하여 새로운 음향을 추구하

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테콕》에는 쿠르탁이 피아노라는 악기

를 통하여 새로운 음향을 추구하 던 인 면모가 잘 나타난다.쿠

르탁은 과거의 서양음악 통에 기반을 두면서 동시에 시 를 반 하는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결합시켰고 이를 통해 이 피아노 작품과는

다른 새로운 소리,새로운 음악을 구 하려 한 것이다.

4.연주자의 새로운 역할:연주자-작곡가

《야테콕》에 나타난 여러 특징 요소들은 연주자에게 습 방식

과는 다른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야테콕》에 나타나는 작품의 암시

특성은 연주자의 상상력과 해석을 작품을 완성하는 요한 요소로 작

용하게 한다.연주자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악보를 해석하여 연주하는 것

은 실제 연주하는 상황에서 연주자의 퍼포먼스 인 특징과 결합되어 비

로소 작품으로 완성되고 이로 인하여 연주자의 역할은 더욱 확 된다.

그리고 《야테콕》의 개별 악곡들은 단순히 건반에서 울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연주자가 피아노를 치면서 만들어내는 신체 제스처를 요하게

다루고 있다.《야테콕》은 연주자가 행하는 연주 개념의 확장과 더불어

연주자가 개별 악곡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러한 연주자의 새로운 상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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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Ⅴ.2장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테콕》의 음악 완성

에는 연주자의 상상력이 필수 이다.쿠르탁은 편 이고 간결한 작품

이 음악 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도록 작곡했고,여러 가지 음악 제

스처를 그래픽화된 이미지로 기보해 연주자가 이를 음향으로 새롭게 재

해석하도록 했다.그 밖에도 연주자는 표제와 함축 내용에서 연상되는

시 이미지를 곳곳에서 마주치게 된다.이러한 《야테콕》의 암시 인

특징은 연주자가 마치 수수께끼를 풀듯 연주자의 상상을 통해 작품에 의

미를 부여하고 해석할 것을 요구해 연주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둘째,연주자의 역할은 단순히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퍼

포먼스 측면이 요하게 다루어지면서 더욱 확 된다.《야테콕》에는

클러스터, 리산도 기법을 활용한 작품 이외에도 타이 을 활용하여 연

주 개개인의 독립 이고 자율 인 연주를 허용하면서 어느 정도의 음악

정보만을 제시하는 곡들이 구성의 한 부분을 이룬다.이로 인해 두

명의 연주자가 연주할 때 즉흥 이면서도 우연 인 요소가 나타난다.즉

두 명의 연주자를 한 곡에는 종종 마디선이 제시되지 않고 연주자에게

공통된 템포가 지시되지 않아 각 연주자가 매번 연주할 때마다 다른 연

주효과를 가지게 된다.쿠르탁은 두 명의 연주자가 함께 연주를 할 때

연주자의 음악 감각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타이 을 통한 연주

를 의도하 다.161)따라서 연주자마다의 개성과 그들의 성향에 따라 연

주할 때마다 다른 타이 에 의해 다양한 결합 효과 연주결과가 나타

나게 되며 이를 통해 일종의 우연 요소가 개입된다.이러한 우연 요

소는 연주자마다 다른 결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번 바뀔 수 있으

며 연주자마다의 다른 해석과 결정이 모두 허용된다.결국 우연 요소

를 완성시키기 해서는 연주자의 역할이 매우 요하며 이를 통해 작품

에 연주자의 창조 공간이 구 됨을 알 수 있다.

한 《야테콕》에는 연주자의 ‘신체 인 제스처’가 요시되면서 연

주자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작품들도 있다.쿠르탁은 음악 울림이나 제

스처는 신체의 움직임과 동작들을 의미하며 이것들이 연주를 통해 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162)다시 말해 이즈나 시각 으로 보이는 음

161) 2013  8월 31  루어진 로날드 카바  터뷰 내 다.

162)Wilson,“Kurtag'sinstrumentalmusic,1988-1998,”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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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기호들을 표 하기 해서는 실제 연주시 악보에서 드러나는 것 이

상의 신체 인 제스처가 항상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해

연주에서는 연주자의 능동 인 자세가 요구되며 연주자들의 신체 제스

처에 의해 음악이 완성된다.그 로 “Flowers we are...embracing

sounds”에서는 두 명이 함께 곡을 구성하는 7개의 음을 연주하는데 이

때 연주하는 연주자 두 명의 팔이 함께 엮이고 교차된다.이 곡을 연주

할 때 신체 제스처는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우러지는 소리

(embracingsounds)’를 표 하고 이것은 단순히 악보의 넘어 곡을 완성

하는 가장 요한 요소가 된다.더 나아가 《야테콕》의 신체 제스처

는 연주에서 연극 인 요소의 활용과도 연결될 수 있다.“Bored”,

“LettertoMarianneTeöke”등의 작품에서는 지시어를 통해 마치 연극

의 지문처럼 연주자에게 여러 가지 신체 인 행동을 지시하고 있다.이

러한 신체 제스처는 음악을 감상할 때 연주를 더욱 돋보이고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로,《야테콕》에서는 연주자의 몸짓,즉 신체 제스처가 작

품을 완성하는 요한 요소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극 인 연주자의 역

할을 요구한다.

셋째,《야테콕》은 악곡을 선정하는 방식에 따라 새로운 작품을 만

들어 낼 수 있다. 통 인 연주론(Vortragslehre)에서 연주자는 자신의

주 이나 감정을 드러내기 보다는 음악을 객 으로 소리화하는 작업을

담당하 다.163)이와 달리 《야테콕》에서 연주자는 악보의 재자

매개자에서 더 나아가 작곡가와 같은 정도의 가치를 갖는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쿠르탁은 연주자가 직 퍼토리를 선정하여 구성하

는 것을 하나의 작곡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연주자가 작곡가만큼 요해

진 것을 의미한다.여러 문헌에서 볼 수 있듯이 쿠르탁은 연주자가 연주

회용 로그램을 짜는 것을 매우 요하게 생각했고164)이를 ‘로그램

작곡(composedprogram)’라 언 했다.다시 말해 쿠르탁은 《야테콕》의

연주 로그램을 구성할 때 ‘로그램 작곡(composedprogram)’이라는

명칭으로 일정한 형식 틀에 맞추어 연주 로그램을 구성하 는데 이

러한 작품 선정방식을 연주자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작곡의 과정으로 본

163)홍정수,오희숙,『음악미학』 (서울:음악세계,1999),pp.80-86.

164)Bjerkern,“PoeticFragments:GyörgyKurtág'sJátékokforPiano,”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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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야테콕》의 개별 곡들로는 큰 스 일을 기 할 수 없지만

로그램작곡을 통해 여러 작품들은 하나의 연결된 구성단 (unit)가 되고,

이를 통해 측할 수 없는 긴장감과 다양성이 생겨난다.결과 으로 이

러한 그의 의도는 통 으로 연주가가 작곡가의 작품을 객 으로 분

석하고 연주하는 것을 뛰어넘어 연주자의 해석뿐만 아니라 연주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 다.요컨 연주자는 작곡가와

동등한 치에서 자신의 개성과 상상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어두는 것이다.165)

이와 같이 《야테콕》에서 나타난 표제나 개인의 이야기를 담은 음

악 내용에서 생된 이미지나 그래픽 기보에서 오는 여러 암시 요소

들은 연주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즉 연주자의 상상력을 통해

의미 있는 작품으로 재구성된다.이에 더하여 우연 요소들과 신체

제스처 연극 요소의 활용을 통한 퍼포먼스 측면들은 작품의 완성

을 한 필수요소가 되고 이를 해서는 연주자의 극 인 역할이 요구

된다.더 나아가 《야테콕》에서 연주자의 치가 요한 이유는 작품

퍼토리 선정에서도 드러나며 연주자의 음악 의도에 따라 개별악곡을

직 선정하는 것이 새로운 작품으로 인정받게 된다.이는 연주자가 곧

작곡가가 될 수 있는 연주자-작곡가라는 새로운 개념의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165)홍정수,오희숙,『음악미학』,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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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쿠르탁은 공산주의 체제하 헝가리에 머물며 자신의 내면세계에 침잠

하여 독자 인 음악어법을 구축한 작곡가이다.그는 단편 이고 편

인 형태의 음악을 통해 피아노 작품집《야테콕》에 자신의 내면세계를

투 했다.이로 인하여《야테콕》은 쿠르탁의 자 인 성격을 갖고 있

으며 특정 음악 기법이 내재되어 있다기보다 그의 내면세계가 자유롭

고 산발 인 형태로 드러나 있다.더 나아가 《야테콕》은 쿠르탁의 음

악 아이디어가 모여 있는 일종의 작곡 스 치 모음집으로 개별악곡들

은 그의 새로운 작품을 한 소재로 활용된다.이처럼 《야테콕》은 쿠

르탁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데 핵심 인 작품집이다.이와 함께 쿠르탁

은 공허한 음악 수사에서 벗어나 1-2개의 음,단순한 연주기법과 같은

극단 으로 응축된 재료를 통해 자신의 감성을 표 하려 하 다.그 결

과로 《야테콕》의 개별악곡들은 음 하나하나에 함축 인 의미를 내포하

고 있으며 암시 특징을 띠게 된다.《야테콕》에서 나타나는 개별음들

의 함축 의미,표제가 암시하는 음악 내용,그래픽 기보법이 불러일

으키는 제스처 이미지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이러한 특징들

은 작품의 완성을 해 필연 으로 연주자에게 상상력을 요구하며 《야

테콕》에서는 연주자의 해석이 요한 치를 차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야테콕》에서 나타나는 특징 인 요소인 표제 측

면,연주실제 측면,음향 측면의 세 가지 에 따라 개별 작품들을

분류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작품집 체를 조망하고 보다 깊은 이해를

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 다.첫째,《야테콕》의 모든 작품에는 표제

가 있고 쿠르탁은 표제를 통해 작품의 음악 구성과 내용을 암시한다.

표제는 네 가지 특징에 따라 헌정용 작품,교육용 작품,장르 표제의

작품,그리고 반복되는 표제의 작품들로 분류되며 이 작품들의 분석을

통해 표제 특징이 작품에 사용된 음악어법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둘째,《야테콕》에는 연주기법이 요한 모티

로 사용되는 작품과 연주할 때의 연주자의 퍼포먼스 측면이 요하게

부각되는 작품들이 두드러진다.이러한 작품들을 클러스터, 리산도,두

명의 연주자를 한 피아노 작품에서 생겨나는 타이 을 활용한 연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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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신체 제스처를 활용한 작품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

로 《야테콕》에서 나타나는 피아노 연주의 면모를 찾을 수 있었

다.셋째,《야테콕》에는 ‘음향’혹은 ‘소리’자체에 주목해 이 의 피아

노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음향을 추구하고 있다.이러한 작품들

을 피아노의 ‘음향음악’ 시도,묘사 음향,음악 요소들의 비를 통

한 음향 효과,그리고 인성을 활용한 새로운 음향으로 분류하여 분석

하 고 쿠르탁이 그의 음향에 한 아이디어를 피아노로 어떻게 구 해

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작품분석을 토 로 《야테콕》에 나타나는 쿠르탁의 피아니

즘을 네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었다.첫째,《야테콕》에는 음악 놀이

혹은 유희 특징이 뚜렷이 드러난다.《야테콕》에는 리산도,클러스

터 등과 같은 특정 연주기법을 놀이하듯 연주하도록 지시하거나 특정 작

품이나 작곡가,음악 형식의 특징을 풍자 으로 희화화하는 음악 캐리

커처풍의 표 방식이 자주 등장한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쿠르탁은 교

육용 표제작품에서도 악보에 힌 것들을 그 로 재 해야하는 엄격한

기존의 피아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실수도 연주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

면서 연주자가 음악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 다.둘째,시 함축

성과 연주자의 해석 상상력이 작품에서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개별

악곡들의 표제와 그래픽 기보,지시사항 등은 음악 내용과 이미지를

함축 ,암시 으로 나타낸다. 한 마치 시에서 단어 하나하나가 상징

인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짧고 단순한 작품을 구성하는 소수의 음들은

함축 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따라서 연주자의 상상력과 이를 바탕으

로 한 해석은 작품에서 핵심 인 치를 차지하며 연주자 개개인의 상상

력과 미 단,직 은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셋째,피아노를

통해 구 할 수 있는 새로운 음향의 시도가 나타난다.《야테콕》의 개

별 악곡에는 피아노 ‘소리’의 표 그리고 피아노 ‘음향’그 자체에

을 둔 음악어법이 나타난다.쿠르탁은 《야테콕》에서 피아노라는 악기

를 통해 ‘음향음악’ 시도를 보인 작품,업라이트 피아노를 사용하여 작

품의 독특한 음향 효과를 의도한 작품 그리고 피아노 연주자의 인성을

활용하여 피아노 소리와 비시키는 작품 등을 작곡하 다.그리고 이를

통해 이 의 피아노 작품집과는 다른 새로운 음향을 구 하고 있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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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단순히 매개자가 아닌 창조자로서의 연주자로,연주자의 역할이 확

된다.《야테콕》은 연주자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연주되고 신체 제스

처 연극 요소와 연주가 어우러지는 퍼포먼스 측면이 요한 요소

로 작용한다. 한 《야테콕》은 짧지만 작품의 수는 방 해 연주자가

연주 로그램을 어떤 곡들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공연 로그램

으로서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이를 통해 연

주자는 ‘연주자-작곡가’로서 작곡가와 동등한 치에 서게 된다.

《야테콕》의 특징인 피아노의 새로운 주법,함축 인 음들로 이루

어진 짧은 곡들,다양한 양식 등은 동시 작곡가들의 피아노 작품과 표

면 으로 유사해보일 수 있으나 본질 으로 다른 독특한 쿠르탁만의 음

악세계를 반 한다.먼 《야테콕》에 나타나는 새로운 그래픽 기보법,

리산도와 클러스터를 활용한 음악어법,연주자의 인성을 활용하는 새

로운 주법과 음향 시도는 통에 한 거부 비 을 통해 새로움을

추구했던 아방가르드 작곡가의 여러 진 시도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그러나 아방가르드 작곡가들과 달리 쿠르탁은 통 요소들을 의도

으로 배제하지 않았다.그는 신 인 기법 새로운 음향을 통에

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간 것으로 보았고 통에 기반한 새로

운 시도를 하면서도 감상자가 직 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

했다. 한 《야테콕》은 통 인 음악논리에 따른 작품의 구성에서 벗

어나 편 인 음악 스 치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고 짧은 여러 작품

을 로그램 작곡형태로 다양하게 조합하는 등 쿠르탁만의 독자 인 음

악 논리로 구성된 새로운 작품양식을 선보이고 있다.이에 더하여 표제

짧게 응축된 음악 단 들을 통해 시 인 함축성을 표 하는 《야테

콕》은 합리 이고 구조주의 인 음악이 아닌 쿠르탁의 주 서정성을

뚜렷이 드러내는 독특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다른 동시 작곡

가들과 유사한 기법이 나타나거나 비슷한 구성을 찾아볼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야테콕》은 통과 를 모두 포섭하고 개별 악곡들의 뚜렷

한 상징과 함축성,독자 인 작품의 논리를 보여주어 동시 피아노 작

품들과 다른 특수한 치를 차지한다.

《야테콕》은 작품집의 유희 이고 함축 성격, 편 인 개별 악

곡구성, 로그램 작곡,연주자의 퍼포먼스 요소,여러 주법을 통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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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지는 새로운 음향 등으로 피아노의 가능성을 으로 확장시켜

피아노 퍼토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작품의 수와 다양성에

있어서도 가히 독보 인 치를 차지하고 있는 《야테콕》은 음악의

큰 조류들을 쿠르탁만의 어법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음악사 으로도 매

우 가치 있는 작품집이다. 한 작품의 어법과 구성 원리를 넘어서 음향

차원,연주의 개념까지 작품의 미학 경계를 확장시켰다는 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야테콕》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구된 쿠르탁

의 피아노 작품집이다.그리고 《야테콕》은 계속 출 되고 있는 재

진행형의 작품집으로 앞으로 이 작품집이 모두 완성된 후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본 논문을 시발 으로 앞으로 국내에서

도 쿠르탁의 작품집 《야테콕》에 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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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fGyörgyKurtág's

PianoCollection《Játékok》

-A ContemporaryEmbodimentofArtistic

Imagination

InKyungHong

PianoDepartment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GyörgyKurtág(1926-)isahighlyacclaimedcomposerknownfor

hisuniquemusicalcompositionworldwide.Byusingelementsofthe

traditionalmusicallanguage,Kurtág has established a series of

unique composition style.His work is widely renowned for its

controlledandabstractapproach.

Amonghisnumerousworks,thepianocollection《Játékok》 is

oneofthemostessentialandrepresentativepiecethatneedsfurther

scrutinyinunderstandingtheoverallmusicalphilosophyofKurtág.In

this dissertation,《Játékok》 is studied and analyzed on three

differentperspectivesintheform oftitle,performanceandacoustics.

Consequently,thedissertationaimstoillustratethecharacteristics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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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átékok》 inadetailedmannerandestablishaguidelineforfuture

performers.

Basedontheanalysisofeachpieces,themusicalexpressionof

Kurtág‘s 《Játékok》 can be classified and summarized into four

majorcategories.First,《Játékok》 frequently exhibitsplayful,and

improvisedperformancestyle.Second,ansubjectiveinterpretationby

theperformeraswellasthepoeticabstractism ishighlyemphasized.

Third,aseriesofnewlyacousticalsoundeffectsareexploredusing

thepiano.Andlastlyfourth,theconventionalroleoftheperformeris

changedandtheperformeriseventuallyexpectedtocometohis/her

ownasacreatorofthe《Játékok》.

Thecreativerealizationofapianoperformancestyle,theshort

piecescomposedofabstractivenotes,andthediverseformatofhis

musicmayseem similartothatofothercomtemporarycomposersat

aglance.However,itisimperativetotakenoteofthedistinctive

stylethatisingrainedinhismusicalidiom deepdown.Theinclusion

ofthepastandpresent,thesymbolism andabstractivenaturedefined

by each musicalpiece,and thelogicalflow separateshismusic,

《Játékok》 from therestofthecontemporarypianocollections.

In terms of diversity and quantity, it would not be an

understatementto pronounce that《Játékok》 holds a prominent

positionamongthe20thcenturycontemporarypianoliterature.The

characteristics of 《Játékok》 such as playfuland poetic ideas,

fragmented compositional style, ‘the composed program', the

performance aspect, and new acoustic make the collection an

importantanduniqueadditiontocontemporarypianorepertoire.The

majorphilosophyofthemodernmusicisreinventedandexpressed

throughaveryspecialperspectiveof Kurtág,

Thesalientpointofthisdissertationliesinitsattempttoanalyze

and understand 《Játékok》 in the eyes of the performer.

Subsequently,this analysis can be used as guideline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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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ofthiscollection.

Keywords:György Kurtág,The piano collection 《Játékok》,

Imagination,Titles,‘Performer-comp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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