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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상직의

《4Compositionswith3Interludes

forStringtrio》에 나타나는

회화의 음악 치환에 한 연구

미술과 음악은 그 표 기법과 지각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담아내는 술 활동이라는 공통 하에 다양

한 방식의 만남을 가져 왔다.그 한 로 특정 미술 작품을 감

의 출발 으로 하여 새로운 음악 작품의 창작을 유도하는 ‘화음

로젝트’를 들 수 있으며,본고는 화음 로젝트 Op.16에 해당하는

이인수의 회화 작품 ≪theElementsofNature2003≫과 상직의

음악 작품 ≪4Compositionswith3InterludesforStringtrio≫에

나타난 ‘회화의 음악 치환’에 해 연구한다.

본 논문은 두 작품에서 나타난 소재 구성 원리를 연구하고,

그것의 유사성에 을 두어 비교하 다.두 작품 모두 조 성

격의 두 가지 주요 소재만이 제한 으로 사용되며,두 소재들은 다

양하게 변형· 첩·결합되면서 여러 형태들을 만든다.그리고 이들이

반복 으로 배치됨에 따라 연작을 구성하고,각 연작에 해당하는 작

품들은 색채‧도형‧공간 구성 는 음악 성격‧역할‧악장 구성 등

의 측면에서 복합 계를 갖는다는 공통 이 있다.

이처럼 두 작품은 소재와 그 활용 구성 원리의 측면에서 유

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이 유사성은 작곡 과정의 특성상 작곡가에

의해 의도 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 기 때문에 ≪4

Compositionswith3InterludesforStringtrio≫에서는 유사성에

의거한 ‘회화로부터의 음악 치환’이 시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회화와 음악,소재,구성 원리,유사성,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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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음악과 미술의 만남

음악과 미술은 술의 표 인 두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통

으로 음악은 시간의 흐름상에서 청각 미를 추구하는 시간 술

로,미술은 특정 공간을 상으로 하여 시각 미를 추구하는 공간

술로 분류된다.이처럼 두 분야는 표 기법과 지각방법이 크게 달

랐으며,역사 흐름에 의한 양식 변천을 수용하되 각각 독자 인

방식으로 개되어왔다.그러나 술은 기본 으로 어떤 주제나 소

재에 한 인간의 표 욕구를 담아내는 활동이기에,각 분야의 작

가들은 시 으로 공통된 표 상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즉 작

품 제작에서부터 의도된 것이 아니었더라도,음악과 미술은 주제나

소재라는 공통 하에 만남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그

표 인 로 종교 술 작품들을 들 수 있다.1)종교 술은 이야기의

달,종교 회심 등 작품 외 인 목 의식을 갖고 제작되는 작품

들이 많다.이러한 경우,종교음악과 미술은 특정한 표제나 텍스트

에 의한 연 성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음악과 미술 분야는 양식 으로도 연 될 수 있다.인상주의는

미술 분야에서 시작된 근 술운동의 한 갈래로,문학을 비롯하여

음악 분야에까지 향을 끼쳤다.2) 빛에 의한 시각 인상

(Impression)을 청각 으로 표 하기 한 음악 기법들이 다양하

게 시도되면서,그러한 기법과 작품들이 인상주의라는 시 양식

을 이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클 (PaulKlee,1879∼1940),칸딘

스키(Wassily Kandinsky,1866∼1944),몬드리안(Piet Mondrian,

1)BBC(BritishBroadcastingCorporation),『How ArtMadeTheWorld

4-OnceUponATime』

2)“인상주의를 거쳐 회화가 추상화되기 시작하면서,비로소 다른 술 장

르와 표 수단을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Tom Phillips,『음악이 흐르는 명화 이야기』,황혜숙 역,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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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1944)등의 화가는 음악에 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무소

르그스키(Modest Mussorgsky1839∼1881)와 드뷔시(Claude

Debussy,1862∼1918),쇤베르크(Arnold Schoenberg,1874∼1951)

등의 작곡가 역시 미술과 깊은 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음악과 미술의 만남이 일어난 최근의 로는 멀티미디어 술

을 들 수 있다.근 미술은 연극성과 과학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퍼포먼스와 비디오아트 등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된다.이는 기

본 으로 공간 술이었던 미술에 시간이라는 척도가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3) 한 음악계에서도 공간이라는 개념이 음악 작품에 직

으로 활용되기도 했다4).이처럼 다양한 실험과 도 의 과정에서

음악과 미술의 연계성은 날로 높아져가고 있으며,이는 기술의 발

과 함께 새로운 술의 등장을 기 한다.

3)최형순,『이 그림 정말 잘 그린 걸까?』 187쪽.

4) 공간음악(Raummusik)은 작곡가 칼하인츠 슈톡하우젠(Karlheinz

Stockhausen,1928-2007)에 의해 제창된 개념으로,악기의 배치에 따른

방향성,원근감뿐만 아니라 구조,음향 텍스쳐,에코 효과 등을 통해 발

생하는 공간성을 요한 요소로 하는 음악이라 할 수 있다.

신은지,「GyörgyKurtág의 《...quasiunafantasia...Op.27No.1》에 나

타난 공간성 연구」,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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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음악의 회화화,회화의 음악화

음악과 미술은 인간의 표 욕구를 담아내는 술 활동이라는

공통 인식 하에 다양한 만남을 가져왔다.이 ,회화와 음악이

직 으로 계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라울 뒤피,〈붉은 바이올린〉 [그림 2]앙리 마티스,〈음악 교습〉

의 두 그림은 음악과 미술의 만남 음악의 회화화가 일어

난 라고 할 수 있다.시각 으로 무형(無形,Immateriality)인 음악

을 화폭이라는 공간에 유형(有形,Materiality)의 것으로 표 하고자,

악기 혹은 음악 상황을 구체 이고 사실 으로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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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울 클 ,〈폴리포니〉

[그림 4]칸딘스키,〈컴포지션 10〉

의 두 그림 역시 음악의 회화화가 일어난 로,표제로 설정

한 음악 어휘를 회화를 통해 구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이

러한 경우의 회화 작품은 음악 어휘의 비구체 표 을 통해 음악

의 추상성과 연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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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았던 경우와는 반 로,다음 두 의 그림과 악보의

는 회화의 음악화가 일어난 에 속한다.회화로부터 어떤 감을

받아 작곡가가 곡을 쓴 것이며,작곡가의 시각을 통해 느낀 회화의

인상이 음악 어휘로 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가츠시카 호쿠사이,〈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도 아래〉

[악보 1]드뷔시,《바다》 〈바다 의 새벽부터 정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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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빅토르 하르트만,〈키 의 문을 한 계획〉

[악보 2]무소르그스키,《 람회의 그림》 〈키 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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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이인수,《theElementsofNature2003》

[악보 3] 상직,《4Compositionswith3InterludesforStringtrio》

의 두 시작품은 본고에서 연구할 ‘화음 로젝트 Op.16’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회화의 음악화가 일어난 다른 에 해당한다.작

곡가는 특정 회화로부터 받은 시각 착상을 토 로 하여,그 회화

의 소재와 활용기법 구성 원리의 특성을 자신의 작품에 용함

으로써 두 작품을 연 짓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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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음 로젝트 Op.16

화음 로젝트는 화음 쳄버 오 스트라5)의 고유한 로젝트로,

갤러리나 미술 에 시될 작품에서 감을 받아 작곡한 실내악곡

을 시가 오 했을 때 해당 시 공간에서 연주( 연)하는 로그

램을 말한다.6)화음 로젝트 Op.16으로서 2003년 10월 서호미술

에서 미술작품의 시와 함께 연된 《4Compositionswith 3

InterludesforStringtrio》는 《theElementsofNature2003》으

로부터 얻은 착상에 기반해 작곡된 작품이다.

[그림 8]《theElementsofnature2003》

5)1996년 창단되었으며, 악을 심으로 편성된 오 스트라이다.

6)2002년 4월 첫 선을 보인(서호미술 ,강은수 작곡)이 로젝트는,특

정한 정서에 한 공감을 의도함으로써 창작음악의 장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미술과 음악이라는 독립 분야를 만나게 함으로써 새로운 술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서호미술 에서 시작

된 화음 로젝트는 10여 년간 꾸 히 지속되며 술의 당 한가람 미

술 ,스페이스 C, 안공간 루 ,공간화랑,호암아트홀,국립 미술

,몽인아트센터,부산시립미술 , 구시립미술 ,교토아트센터(일본),

gallery eighty(싱가폴),Santralistanbul(터키)까지 그 변을 넓 오고

있다.그간 참여한 작곡가는 50여명,미술작가는 70여명,작품 수는 120

여 편에 달한다.

www.hwaum.org,화음 쳄버 오 스트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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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7)의 작품은 캔버스에 거즈나 헝겊을 붙이고 직 만든

물감을 바르거나 짜기도 하고 가늘고 두꺼운 끈을 붙이기도 하여 마

치 오래되고 산화된 벽화를 연상시킨다.그는 자연 인 오 제의 선

과 인곡 인 선,자연의 재료와 인공의 재료,일상 인 형태와 인

인 숫자나 기호 등을 서로 조를 이루게 하면서,단순하고 강한

선들로 독특한 조형언어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 그의 색은 천연재

료에 안료를 혼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으로,그는 표 하고자 하

는 색상을 물질 자체의 고유색상으로부터 끌어낸다.이는 마티에르

의 질감효과를 극 화하는 방법으로,90년 말부터 그가 사용해 온

무채색의 차분한 색상에 깊이감을 더해 주고 있다.8)

화가는 자연과 인공의 조화와 비라는 주제를 주로 다루며,이

에 련된 요소들을 작품의 주요 소재로 활용한다.《theElements

ofNature2003》9)의 주요 소재 역시,자연과 인공을 변한다고 할

수 있다.

7)이인수는 서울 미 와 리국립미술 학에서 회화를 공하 으며,

1979년 개인 을 시작으로 국내와 미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리에서 수학 재료학을 부 공한 그는,돌가루와 흙가루,쇳가루,잿

가루 등 천연 그 로의 재료와 기존의 안료를 혼합해 만든 소재로 캔버

스에 작업한다.

8)http://www.hwaum.org/op.16해설 일부 수정

9)이하 제목을 제외한 본문에는 《theElements…》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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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Compositions…》 CompositionⅠ,1∼7마디

《4Compositionswith3InterludesforStringtrio》10)는 총 7

곡의 연작으로,네 곡의 구성(CompositionsⅠ∼Ⅳ)과 3곡의 간주

곡(InterludesⅠ∼Ⅲ)으로 이루어져 있다.구성과 간주곡의 음소재

와 구성 원리,음악 계는 다르다.4개의 구성은 이어지는 본문

에서 검토될 것이다.

[악보 5]《4Compositions…》 InterludesⅠ,1∼4마디

3개의 간주곡은 총 7곡의 연작에서 4개의 구성 사이사이에 배

치되고,음악 긴장도를 조 함으로써 흐름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즉 높은 긴장도를 갖는 4개의 구성 사이에서 3개의 간주곡은,지속

10) 이하 제목을 제외한 본문에는 《4Compositions…》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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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긴 호흡의 악구 등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긴장도를 낮게 만들

며,이것이 음악 환기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이는 무소르그

스키의 작품인 ≪ 람회의 그림≫ (PicturesatanExhibition,187

4)11) 롬나드(Promenade)12)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미

술작품의 시에서 비의도 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림과 그림 사이

의 공간’이라는 역할을 한다.그러나 본고는 ‘회화의 음악 치환’을

연구 주제로 다루기 때문에,3개의 간주곡은 직 인 분석 상에서

제외하되,4개의 구성과 함께 체 작품의 계를 논할 때 제한 으

로 언 하고자 한다.

11)무소르그스키가 건축가이자 디자이 ,화가인 친구 빅토르 하르트만의

죽음을 추모하는 람회에서 감을 받아 작곡한 작품이다. 시된 열

개의 작품에 한 음악 묘사에다,작곡가가 하르트만의 작품 사이를

거니는 모습을 형상화한 ‘롬나드’(Promenade:산책이라는 뜻)를 덧붙

다.

12) 무소르그스키는 그림 몇몇을 성격 소곡들로 묘사하고,그 사이사이

에 그림을 감상하며 갤러리를 걸어가는 찰자를 나타내는 간주곡을 배

치했다.

DonaldJ.Grout외,『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190쪽.

롬나드는 제 2곡,제 3곡,제 7곡 앞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되어

등장함으로써 각 곡들을 연결시켜 다.순서는 Promenade– 1.Gnomus

– Promenade– 2.Ilvecchiocastello– Promenade– 3.Tuileries–

4.Bydlo– Promenade– 5.Balletofunhatchedfledglings– 6.Two

polishjew.richandpoor– 7.Limoges.lemarche– 8.Catacombe–

9.Thehutonfowl’slegs– 10.Theheroes’Gateatkiev이다.

김석란,무소르그스키「 람회의 그림」에 나타난 악 요소:M.

Ravel의 편곡을 심으로,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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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Compositionswith3Interludesfor

Stringtrio》에 나타난 《theElementsof

Nature2003》의 음악 치환

미술로부터 출발하는 작곡과정에 해 작곡가 상직은 “시각

상으로부터 얻은 착상을 음악 ,즉 시공간 으로 표 하는 것은

‘표 지각 경로의 상이함’과 ‘동시성과 연속성’이라는 시각과 청

각의 본질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라고 말했

다.13)본고는 먼 각 작품의 소재와 그 활용,소재 간의 계,구성

원리 등을 살펴 으로써 두 작품의 공통 인 들을 비교해보고자

한다.이를 통해 작곡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회화의 특성이 음악 작

품에 어떻게 반 되었는지 나름의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1.소재 특성의 공통 에 의한 음악 치환

1)두 작품에서 나타난 두 가지의 조 인 소재

《theElements…》와 《4Compositions…》는 두 가지로 제한

된 소재를 사용하며,이 두 소재는 조를 이룬다는 공통 을 갖고

있다.회화 작품의 주요 소재는 얼룩과 선,음악 작품의 주요 소재

는 화음과 3음 동기라고 할 수 있다.두 가지의 조 인 소재는 각

작품에서 조화와 비를 이루며 연작을 구성한다.

[그림과 악보 1]각 작품의 두 가지 주요 소재

13)서정은,「 악 3 주를 한 네 개의 구성과 세 개의 간주곡」,

≪4 Compositions…≫ 악보집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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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theElementsofNature2003》의 두 가지 소재

[그림 9]《theElements…》의 두 가지 소재

《theElementsofNature2003》은 8개의 연작으로 구성된 회

화작품으로,이는 1999년 갤러리 에서 시된 《theElements

ofNature》 연작의 연장선상에 있다.아래는 1999년 작품에 한

작가의 해설이다.

작품의 주제는 자연이다.자연은 작품 속에서 기호라는 요소

와 비와 조화를 이룬다.자연공간을 이루는 지나 바다,하늘

등을 상상하며 자연에서 직 추출한 원색으로 표 한 자연이고,

그 에 인공 인 요소 다시 말하여 우리가 자연의 순리나 법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원리나 원소로서의 자연,즉 숫자나 원소 기호

와 같은 기호가 놓여진다.시 의 변화는 인간의 의식구조를 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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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 고,더불어 자연의 요소를 변화시키고 있다.흙,물,불,공

기 등의 물질만이 자연의 요소 던 때가 있었으나 물질문명의 발

달과 속한 자통신의 력은 다른 여러 매체를 자연의 요소

로 등장 하 다.다시 말하자면 숫자,알 벳,원소기호와 같은

여러 성격의 기호가 바로 그것이다.이러한 자연으로서의 자연과,

문명의 산물인 기호가 하나의 화면에서 립이 아닌 조화를 이루

게 함으로써 인류의 미래도 이 두 가지가 화합하여 아름다운 미래

를 이루었으면 하는 것이 내 작품의 의도이며 내용이다.14)

작가는 자연의 소재로서 색상에 의한 얼룩을,이에 응하는 소

재로서 선에 의한 기호15)를 사용하 다.작품 체에 등장하는 소재

는 이 두 가지로 제한되며,작품들은 두 가지 소재의 조화와 비를

통해 구성된다.

두 가지의 조 인 소재 얼룩은 평면·추상 인 성격으로,

선은 입체·구체 인 성격으로 조되며,이들은 연작을 구성하는 각

작품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구 된다.두 가지 주요 소재는 어떤

공간에 놓이고 어떤 계로 설정되느냐에 따라 경과 경,배경의

역할이 화폭마다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14)http://www.publicart.or.kr/

건축물정보:서울 양천구 신정1동 313-1번지( 서울남부지방법원)

15)작가는 주요 소재를 ‘자연과 기호’로 정의하 으나,본고에서는 시각

이해를 돕기 해 보다 제한 범 의 단어인 ‘얼룩과 선’으로 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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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4Compositionswith3InterludesforStringtrio》

의 두 가지 소재

[악보 6]《4Compositions…》의 두 가지 소재

《4Compositions…》는 4곡의 구성(Composition)과 3곡의 간주

곡(Interlude)으로 구성된 총 7곡의 연작으로,화음과 3음 동기라는

두 가지 주요 소재를 사용한다.4곡의 구성에 등장하는 소재는 이

두 가지로 제한되며,작품들은 두 가지 소재의 조화와 비를 통해

구성된다.

두 가지의 조 인 소재 화음은 주로 순간 악센트,지속

화음,음향 분산화음으로,3음 동기는 다양한 유형의 주제 인

음형들로 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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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4Compositions…》의 두 가지 소재의 생 계

두 가지 소재의 구성 음정을 검토해보면,《4Compositions…》

의 제한된 두 가지 주요 소재는 생 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즉

작곡가는 특정 화음을 설정한 뒤 그것을 화성 ‧음향 으로 활용하

을 뿐만 아니라,하나의 음군으로 취 하고 그것을 분산시켜 3음

동기로도 활용하 다는 것이다.이는 작곡가 죄르지 리게티

(György Ligeti,1923〜2006)의 악 사 주 작품인 《변형된 녹

턴》(MetamorphosesNocturnes,1954)에서 사용된 기법과 유사하

나,리게티는 4음 동기에서 출발하여 화성을 만들었고 상직은 화

성에서 출발하여 3음 동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제와 화성 강조

된 측면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두 가지의 조 인 소재 화음은 C로부터 시작하여 증4도,

감4도,완 4도 등 4도 음정을 거듭하여 구성되었다.이는 배음

렬 화음16)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스크랴빈(AlexanderScriabin,

1872〜1915)의 신비화음(MysticChord),바르토크(BelaBartok,1881

〜1945)의 배음렬화음(Acoustic Chord),메시앙(OlivierMessiaen,

1908〜1992)의 배음렬화음17)등과 그 구성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

다.

16)자연배음의 구성음을 기음으로부터 3도씩 쌓아올린 것이 배음렬화음

(AcousticChord)으로,구성음을 생략하지 않은 속 13화음과 유사하다.

상직,『BelaBartok작곡기법 입문』,21~22쪽.

17)이 외에도 많은 작곡가들이 배음렬 화음을 자신의 작품에 사용하 으

며,다양한 변형을 통하여 자신만의 색채를 드러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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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배음렬 계열 화음들의 비교

악보를 통해 본 배음렬 계열 화음들이 공통 으로 갖고 있

는 특징은,근음으로부터 증 4도와 단 7도를 포함한다는 것이다.다

만 네 화음들은 구성음의 배치와 제 13배음의 처리,제 15배음의 포

함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바르토크와 메시앙의 경우 구성음을 3도

로 쌓아올려 비교 고 인,3화음에 부가음이 붙은 형태로 처리

하 다.이는 보다 도있는 소리로 들리지만,근음 가까이의 장 3

화음에 의해 고 인 느낌을 받게 된다.스크랴빈과 상직의 경우

구성음을 4도로 처리하여 3도구성 형태보다 공허한 소리가 난다.제

13배음의 처리에 있어서,메시앙의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 13

배음을 증 5도(G#)로,바르토크는 장6도(A)로 처리하 으나 상직

은 장6도와 증5도 모두 활용하 다. 한 상직과 바르토크는 화음

에 제 15배음(B)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메시앙은 포함시켜 8개의

구성음으로 취 한다는 차이를 보인다.

구성음의 배치와 제 13화음의 처리,15배음의 처리 등을 검토했

을 때,≪4Compositions…≫의 화음 소재는 배음렬 계열의 화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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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재 특성의 공통 과 치환 계

[그림과 악보 2]두 작품의 주요 소재 간 유사성

≪theElements…≫의 제한된,두 가지 소재는 얼룩과 선이며,

≪4Compositions…≫의 제한된,두 가지 소재는 화음과 3음 동기이

다.이 얼룩과 화음은 ‘자연’에 연 된 소재라는 공통 을,선과 3

음 동기는 ‘선(線,Line) ’이라는 공통 을 갖는다.이에 따라 두 가

지 소재를 얼룩과 화음,선과 3음 동기의 두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

다.그리고 작품 내에서의 활용 정도,출 빈도에 따라 얼룩과 화

음을 주소재로,선과 3음 동기를 부소재로 정의할 수 있다.

두 가지 소재는 각각의 작품 내에서 비와 조화를 이루며

체 작품을 구성해가며,이 과정에서 다양하게 변형 활용되는 모

습이 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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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재 활용의 공통 에 의한 음악 치환

1)주소재의 활용:얼룩과 화음

≪theElements…≫와 ≪4Compositions…≫의 두 가지 소재

주소재는 얼룩과 화음이다.주소재는 ‘자연’에 연 된 소재라는

공통 을 갖는다.얼룩은 자연 소재에 의한 안료의 활용 등을 통해

작가로부터 ‘자연’의 의미를 부여받는다.화음 역시 자연 배음에 의

거한 배음렬 계열 화음으로서 자연과 연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 작품의 주소재들은 작품에서 주도 인 역할을 한다.얼룩은

화폭에서 주로 경의 역할을 담당하며,색상과 채도,공간에 있어

다양하게 구 된다.화음은 음악에서 악센트와 음향으로 구 되며

음악의 체 진행을 주도하고,때로는 화성 배경으로서 경인 3

음 동기를 돋보이게 하기도 한다.

⑴ 얼룩의 다양한 활용

① 색상의 사용:단색,2색

[그림 10]다양한 색상의 얼룩

얼룩은 흰 화폭을 배경으로 하여 색상을 달리하며 구 되고,주

로 하나의 단일한 색상만이 한 화폭 내에서 이용된다.한 화폭에서

두 개의 색상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이는 의 [그림 10]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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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뿐이다.노란색,빨간색, 란색의 원색들이 주로 이용되며,주황

색과 갈색도 있다.이 노란색이 지배 이며,빨간색, 란색·

갈색·주황색 순으로 작품의 수가 많다.

② 얼룩의 채도

[그림 11]다양한 채도의 얼룩

각 색상은 화폭 내에서 다양한 채도에 의해 구 된다. 체 으

로 채도가 높거나 낮은 작품도 있고,높은 채도부터 낮은 채도까지

폭넓게 사용되는 작품도 있다.그러나 낮은 채도의 얼룩은 모든 작

품에서 등장하는 편이다.그 기 때문에 색상이 화폭마다 달리 구

되는 것과는 반 로,채도는 화폭 내에 구 되는 범 가 크게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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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얼룩의 공간 배치

[그림 12]다양한 공간 배치의 얼룩

화폭의 시각 공간성은, 경인 얼룩의 치와 각 얼룩이 갖고

있는 채도 얼룩의 크기 등에 의해 결정된다.화폭을 상‧하‧좌‧우

네 개의 공간으로 분할하고 각 작품별로 채도가 높고 크기가 큰 얼

룩의 치를 표기해본 결과, 체 으로 우측보다는 좌측,하단보다

는 상단의 집 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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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화음의 다양한 활용

《4compositions…》의 주요 소재인 음군을 수직 으로,동시

에 활용하는 경우에 주소재인 화음이 된다.이는 3음 동기 등의 주

제 활용에 응하는 것으로,sfz.의 악센트를 가하거나 지속음을

통해 음악 배경을 만들며 때로는 분산화음의 첩을 통해 음향면

을 만들기도 한다.강한 악센트로 사용되는 경우 주요 소재의 수직

구성음을 부 쓰는 경우가 많고,지속음을 통해 음악 배경을

만드는 경우는 구성음의 일부만을 사용한다.혹은 주요 소재의 특징

인 음정만을 꺼내어 첩함으로써 기존의 소재와 다른 화음으로

변형되기도 한다.심지어 한 음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이는

부분 악센트에 수반되는 잔향 역할에 해당하며 악기 개방 의 자

연 하모닉스에 의한 배음들이 추가된다.

① 화음의 다양한 활용:강한 sfz.

[악보 9]sfz.의 강한 악센트:CompositionⅠ,1∼4마디

악보에 표시한 부분은 주요 소재의 화성 활용 악센트

(sfz.)에 해당하는 것이다.화음의 구성음을 부 사용하여 꽉 찬 소

리를 들려주고,16분음표의 짧은 음가에 sfz.를 수반함으로써 일종의

타격 효과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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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비고

CompositionⅠ
4 원형

12 아래로 G음이 첨가되어 확장

CompositionⅡ 9 C-F#의

CompositionⅢ 19 수평 펼침,개방 첨가

CompositionⅣ 16 C-F#의

CompositionⅠ CompositionⅡ

1 2 3 4 5 6 7 1 2 3

8 9 10 4 5 6 7 8

11 12 13 14 9 10 11

15 16 17 18 19 20 21 22 12 13 14 15 16 17 18

CompositionⅢ CompositionⅣ

1 2 3 1 2 3 4 5 6 7 8

4 5 6 7 8 9 10 9 10 11 12

11 12 13 14 13 14 15 16 17 18

15 16 17 18 19 19 20 21

[표 1]화음의 다양한 활용:sfz.의 강한 악센트

[표 1′]표 1의 도식화,CompositionsⅠ∼Ⅳ의 해당 마디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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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음의 다양한 활용:sfz.의 반복에 의한 진행

[악보 10]sfz.의 반복에 의한 진행:CompositionⅠ,7∼9마디

악센트에 의한 강한 타격효과가 일회 이지 않고 음악 진행

을 수반할 경우,주소재의 구성음에서 증 4도만을 빼내어 첩한다.

악보에 표시한 부분이 이에 해당하며,가운데 성부는 음정을 지

속하고 성부는 반음 상행,아래 성부는 온음 하행하며 음악 진

행감을 만들어나가게 된다.

이처럼 주요 소재인 화음을 ‘음군’으로 취 하고 그로부터 특징

인 음정만을 활용할 경우,기존 소재와는 내 연 성만을 갖게

되며,외 으로는 다른 색채의 울림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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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Ⅰ CompositionⅡ

1 2 3 4 5 6 7 1 2 3

8 9 10 4 5 6 7 8

11 12 13 14 9 10 11

15 16 17 18 19 20 21 22 12 13 14 15 16 17 18

CompositionⅢ CompositionⅣ

1 2 3 1 2 3 4 5 6 7 8

4 5 6 7 8 9 10 9 10 11 12

11 12 13 14 13 14 15 16 17 18

15 16 17 18 19 19 20 21

사용한 음정 마디 비고

CompositionⅠ 증 4도 7∼12

Vn.단2도 상행

Va.유지

Vc.장2도 하행

CompositionⅡ 증 4도

CompositionⅢ 증 4도 10∼13

Vn.장2도 상행

Va.유지

Vc.장3도,장2도 등

하행

CompositionⅣ 증 4도

1,9∼11

Vn.단2도 상행

Va.유지

Vc.장2도 하행

19∼20

(Vn.단6도 음정으로

단2도 상행)

Va.유지

(Vc.단6도 음정으로

단2도 하행)

[표 2]화음의 다양한 활용:sfz.의 반복에 의한 진행

[표 2′]표 2의 도식화,CompositionsⅠ∼Ⅳ의 해당 마디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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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화음의 다양한 활용:지속 화음

[악보 11]지속 화음,CompositionⅠ,1∼3마디

악보에 표시한 부분은 화음의 다양한 활용 화음의 지속

을 통해 음악 배경 역할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주소재의 구성음

일부만을 사용하며,앞서 보았던 구성음을 부 활용하는 경우보

다 상 으로 소리의 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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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비고

CompositionⅠ

2 F#,Bb,C,E

16∼21 C,F#,E,Bb

CompositionⅡ 14∼18 C,F#,E,Bb

CompositionⅢ 5∼9 E,Bb+C

CompositionⅣ

2∼5 E,Bb+C,F#

13∼14 Bb,E+F#,C

CompositionⅠ CompositionⅡ

1 2 3 4 5 6 7 1 2 3

8 9 10 4 5 6 7 8

11 12 13 14 9 10 11

15 16 17 18 19 20 21 22 12 13 14 15 16 17 18

CompositionⅢ CompositionⅣ

1 2 3 1 2 3 4 5 6 7 8

4 5 6 7 8 9 10 9 10 11 12

11 12 13 14 13 14 15 16 17 18

15 16 17 18 19 19 20 21

[표 3]화음의 다양한 활용:지속 화음

[표 3′]표 3의 도식화,CompositionsⅠ∼Ⅳ의 해당 마디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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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Ⅰ CompositionⅡ

1 2 3 4 5 6 7 1 2 3

8 9 10 4 5 6 7 8

11 12 13 14 9 10 11

15 16 17 18 19 20 21 22 12 13 14 15 16 17 18

CompositionⅢ CompositionⅣ

1 2 3 1 2 3 4 5 6 7 8

4 5 6 7 8 9 10 9 10 11 12

11 12 13 14 13 14 15 16 17 18

15 16 17 18 19 19 20 21

④ 화음의 다양한 활용:지속 화음의 진행

[악보 12]지속 화음의 진행,CompositionⅠ,7∼9마디

화음의 다양한 활용에 의해 만들어진 음악 배경,즉 지속 화

음은 머물러있을 경우와 진행할 경우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악보

11]에서 살펴본 부분이 머물러 있을 경우이고, 악보에 표시된 부

분이 진행할 경우다.이때는 주요 소재 장단 6도만을 첩하여

기존의 것과는 다른 울림을 만들고,이를 반음계 으로 상행 는

하행시킴으로써 음악 진행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표 4′]표 4의 도식화,CompositionsⅠ∼Ⅳ의 해당 마디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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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음정 마디 비고

CompositionⅠ 장단 6도

7마디 2박
상성부 단2도 하행

하성부 단2도 상행

7마디 4박
상성부 단2도 상행

하성부 단2도 하행

15
상성부 단2도 하행

하성부 단2도 상행

CompositionⅡ 장단 6도

5마디 2박
상성부 단2도 하행

하성부 단2도 상행

5마디 4박
상성부 단2도 상행

하성부 단2도 하행

CompositionⅢ 장단 6도

1∼2

상성부,긴 음가,

단2도 연속하행

하성부,긴 음가,

단2도 연속상행

15
상성부 단2도 하행

하성부 단2도 상행

16

상성부,긴 음가,

단2도 하행

하성부,긴 음가,

단2도 상행

CompositionⅣ 장단 6도

14∼15

상성부,긴 음가,

단2도 하행

하성부,긴 음가,

단2도 상행

분리되어 등장

16∼18,19∼20

상성부,다양한음가,

단2도 연속상행

(Va.증4도 지속)

하성부,다양한음가,

단2도 연속하행

[표 4]화음의 다양한 활용:지속 화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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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음의 다양한 활용:악센트에 한 잔향

[악보 13]악센트에 한 잔향,CompositionⅠ,12∼13마디

일반 으로 ‘한 음정’이 어떤 화음에 속하는지 악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그러나 처럼 한 음정이 특정 화음과 연계되어 등장하는

경우,그 음정의 도출과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의 A음은 주요 소

재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fz.에 의한 악센트 후에 비올라의

A음이 울리고,바이올린의 개방 A,첼로의 개방 D의 자연 하모

닉스가 얹힌다.이 자연 하모닉스 역시 주요 소재의 맥락인 배음렬

과 연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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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비고

CompositionⅠ
4∼6 A,E+A 자연 하모닉스

11∼12 A+A,D 자연 하모닉스

CompositionⅡ

1∼2 A+E,C 자연 하모닉스

6∼8 A,E+A 자연 하모닉스

11∼12 E

CompositionⅢ

1 E

10∼14 A+G,C 자연 하모닉스

18∼19 E트 몰로

CompositionⅣ 7∼12 A+D,G 자연 하모닉스

CompositionⅠ CompositionⅡ

1 2 3 4 5 6 7 1 2 3

8 9 10 4 5 6 7 8

11 12 13 14 9 10 11

15 16 17 18 19 20 21 22 12 13 14 15 16 17 18

CompositionⅢ CompositionⅣ

1 2 3 1 2 3 4 5 6 7 8

4 5 6 7 8 9 10 9 10 11 12

11 12 13 14 13 14 15 16 17 18

15 16 17 18 19 19 20 21

[표 5]화음의 다양한 활용:구성음 한 음정만 사용

[표 5′]표 5의 도식화,CompositionsⅠ∼Ⅳ의 해당 마디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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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화음의 다양한 활용:분산화음에 의한 음향

[악보 14]분산화음에 의한 음향(강):CompositionⅡ,9마디

[악보 15]분산화음에 의한 음향(약):CompositionⅢ,1∼2마디

악보 14,15는 화음을 분산하고 그것을 각 성부에 첩

반복시킴으로써 음향면을 만드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이는 악센트

를 동반하는 강한 성격의 음향 덩어리로도, 릿지 가까이에서 피아

니시모-트 몰로로 연주되며 부서지는 듯 약한 음향으로도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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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소재의 활용:선과 3음 동기

≪theElements…≫와 ≪4Compositions…≫의 제한된,두 가지

주요 소재 두 번째 소재는 선과 3음 동기이다.이는 앞서 살펴본

첫 번째 소재에 응하는 것으로,선(線,Line) 이라는 공통 을 갖

는다.선은 작가로부터 인간이 만든 인 소재,즉 ‘인공’의 의미를

부여받으며,단순한 선·아라비아 숫자·기하학 도형 등 다양한 ‘선’

으로 구 된다.3음 동기 역시,화음을 수평 으로 펼쳐놓은 형태로

세 개의 음정이 순차 으로 제시된다.본디 ‘선’이라는 개념은 시각

이나,화음의 동시성‧수직성에 응하는 개념으로서 수평 인 3음

동기는 선의 성질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각 작품의 부소재들은 작품에서 부차 인 역할을 한다.선은 화

폭에서 주로 경의 역할을 담당하며,다양한 형태로 구 된다.3음

동기는 주로 주제 으로 활용되어 음악 으로 경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으나,이는 화음이 주도하는 음악 흐름에 얹히면서 그 모

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⑴ 선의 다양한 활용

① 선의 다양한 활용:단순한 선

[그림 14]단순한 선

아라비아 숫자처럼 인공 인 의미를 갖거나,기하학 도형처럼

하나의 도형 단 로 만들어지지 않은 단순 직선의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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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의 다양한 활용:아라비아 숫자

[그림 15]아라비아 숫자

체 작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선의 형태는 아라비아숫자이

며,이는 0,1,2,3,6으로 구 된다.이 숫자들은 비교 많은 곡선

을 포함하고 있으며,이는 기하학 도형과 단순한 선의 직선성에

응한다고 할 수 있다.즉 부조 선은 다시 구체 /기하학 ,곡선

/직선 성격으로 세분 가능한 것이다.

체 작품 한 작품([그림 6]의 좌측 하단 작품)은,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낙서와 같은 묘사를 보여 다.이는 ‘둘’이라는 키

워드를 내포하고 있다.두 가지 색상을 사용한 유일한 작품이며,숫

자 2와 6역시 한 이 사용되었다.흡사 사람과 꽃 같은 두 존재가

서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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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의 다양한 활용:기하학 도형

[그림 16]기하학 도형

선은 기하학 도형을 만들기도 한다.이는 앞서 살펴본 아라비

아숫자 혹은 그것을 통한 구체 묘사보다 직선 이고 추상 이다.

주로 삼각형과 사각형,혹은 그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

다.가장 에 띄는 것은 두 개 삼각형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새

혹은 물고기를 연상 하는 기하학 도형으로,이는 총 네 개의 작

품에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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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3음 동기의 다양한 활용

[악보 17]다양하게 구 가능한 3음 동기

주요 소재를 단순 화음이 아닌 음군으로 취 하고,그것을 분산

시켜 ‘3음 동기’로 활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이는 주요 소재

의 화성 활용에 응하는 것으로,총 5개의 유형을 만들 수 있다.

[악보 18]3음 동기의 구성 음정 비교

구 가능한 5개의 유형마다 구성음의 계가 다르다.이 활

용빈도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고,아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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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All t3
only

CompositionⅠ 2 3 2 3 1

CompositionⅡ 3 3 2 3

CompositionⅢ 1 2 1 6 1

CompositionⅣ 2 1 2 2

Sum 6 10 6 14 4

[표 6]3음 동기의 유형별 사용빈도

CompositionsⅠ〜Ⅳ에 등장하는 3음 동기의 유형별 빈도수는

표와 같다.10회 이상 사용된 것은 유형 3,4이며,유형 1,5는 각

각 6회,4회 사용되었다.유형 1은 그 음역이 높기 때문에,감상자의

청각 인지가 보다 수월할 것으로 생각된다.

① 3음 동기의 다양한 활용: 제시

[악보 19] 제시:CompositionⅠ,1∼3마디

유형 5와 유형 1이 으로 사용되고,유형 1에서 발췌된 두

음정이 앞선 주제들에 한 잔향처럼 처리되었다.18)

18)두 음정의 증 4도 계는 유형 3혹은 5의 특징이지만,‘들렸던 것과의

계’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유형 1에 한 잔향으로 들릴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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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음 동기의 다양한 활용:유니즌

[악보 20]유니즌:CompositionⅠ,14마디

수평 으로도 가장 자극 인 소리의 음정 계(t3,M7)를 가지고

있는 유형 3이,두 옥타 로 복되었다. 한 배경이 제거됨으로써

악센트와 수비토 포르티시시모의 표 이 돋보이게 된다.

② 3음 동기의 다양한 활용:선율

[악보 21]선율:CompositionⅠ,17∼21마디

장 3도 로 이도된 유형 3이 선 표시된 부분에서는 2음만,

실선 표시된 부분에서는 3음 체 다 사용되었다.해당 악보는 주선

율로서의 3음 동기와 배경으로서의 트 몰로 지속음이 명확히 구분

되며,3음 동기의 선율성이 강하게 강조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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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재 활용의 공통 과 치환 계

⑴ 주소재 활용의 공통 과 치환 계

《theElements…》와 《4Compositions…》 두 작품은 각각

두 가지의 조 인 소재를 가지고 있으며,이는 소재의 성격에 따

라 주소재와 부소재로 구분 가능하다.이 주소재가 각 작품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되었는지를 먼 살펴보았고,이어서 이 활용

에 있어 어떤 유사성이 있으며 이것을 회화의 음악 치환이라고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① 얼룩의 색상,화음의 표 (Dynamicandarticulation)

[그림과 악보 3]얼룩의 색상과 화음의 표 에 있어서의 공통

얼룩은 기본 으로 유사한 형태이나,세 개의 색상으로 다양하

게 구 된다.화음 역시 기본 으로 공통된 구성음을 갖지만,다양

한 음악 표 (DynamicandArticulation)으로 구 된다.이 역시

크게 악센트,지속화음,잔향의 세 가지 범주로 나 수 있다.

즉 얼룩과 화음은 기본 으로는 하나의 소재이되,색상과 화음

의 음악 표 에 있어서 각각 세 가지의 다른 표 을 갖기 때문에

소재의 활용에 있어서 공통 이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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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얼룩의 채도,화음의 구성음 사용

[그림과 악보 4]얼룩의 채도와 화음의 구성음 사용에 있어서의 공통

얼룩의 한 색상에서,채도는 고채도부터 채도까지 다양한 수

으로 구 된다.화음 역시 앞서 살펴 본 음악 표 (악센트,지속

화음,잔향)과 그 음악 역할에 따라 기본 구성음을 사용하는 정도

가 다르다.악센트에서는 구성음을 모두 사용하고,지속화음에서는

구성음의 특정 부분만을,잔향에서는 구성음의 한 두 음만을 사용함

으로써 다양한 성격의 음악 표 을 돕는다.

채도는 색의 명료한 정도를 말하기 때문에,이 ‘정도’가 화음으

로 치환될 경우 음소재의 구성음이 모두 사용됨으로써 그것이 명확

하게 드러났느냐,아니면 한 음만 사용됨으로써 모호하게 드러났느

냐로 연계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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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얼룩의 배치,화음의 진행

[그림 13]얼룩의 배치에 의한 시각 진행감

얼룩의 배치는 공간 구성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앞서 언 한

색상‧채도와 함께,얼룩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주요 소재간

의 원근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시각 흐름이 발생하기도 한다.

[악보 16]화음의 배치에 의한 청각 진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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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악보는 CompositionⅠ의 7〜11마디와,그 부분에 등장하

는 악센트로서의 화음 진행을 요약한 것이다.바이올린의 단 2도 연

속 상행,첼로의 장 2도 연속 하행 진행과 함께 악센트의 간격이

차 좁 지면서 음악 진행감,즉 청각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얼룩의 배치와 화음의 진행 모두 어떤 공간 흐름이나

시간 흐름에 여하기 때문에,주소재의 활용에 있어서 공통 이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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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부소재 활용의 공통 과 치환 계

[그림과 악보 5]선과 3음 동기 활용에 있어서의 공통

《theElements…》에 등장하는 선들은 기본 으로 유사한 성

격(부조성,흰색)을 갖으나,세 종류로 구 된다.선이라는 부소재가

구 된 형태는 단순한 선·도형·숫자이며,각각은 표 가능한 의미

와 그 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섯 종류의 3음 동기 역시 그 형태(√,4도 하행 후 7도 상행)

가 유사하나,유니즌·호모포니·폴리포니 등 세 종류의 음악 짜임

(texture)으로 구 된다.이처럼 부소재의 활용에 있어서 두 작품은

공통 이 있다고 보인다.

즉 주소재와 마찬가지로,부소재 역시 다양하게 활용될 뿐만 아

니라 그 활용의 양상이 유사하게 보인다.그 기 때문에 이러한 활

용 양상의 유사성을 통해 음악 으로 치환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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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두 소재 간 계의 공통 에 의한 음악 치환

1)주소재와 부소재의 결합

⑴ 얼룩과 선의 결합

《theElements…》의 두 가지 소재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 될 뿐만 아니라,다양한 방식으로 계를 맺게

된다. 체 연작에 동일한 소재가 사용됨에도 불구하고,이러한

계가 작품마다 다르게 설정됨으로써 각각의 작품에 다양성을 부여

하게 된다.

[그림 17]얼룩과 선 간의 다양한 결합

얼룩과 선은 별다른 계가 없기도 하고,선에 의해 얼룩의 공

간이 결정되기도 하며,때로는 얼룩이 배경이 되어 선을 면으로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이러한 계는 체 작품으로 다시 확장되

고,색상과 구도의 차이에 의해 다양한 공간구성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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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화음과 3음 동기의 결합

《4Compositions…》의 제한된,두 가지 소재인 화음과 3음 동

기 역시,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하게 활용되고 결합된다.

[악보 22]화음과 3음 동기의 결합

두 소재의 활용과 결합은,악곡 구성의 기본 단 가 될 두 개의

‘음형’을 만들게 된다.첫 번째 음형은 A이며,두 가지 소재인 화음

(배경으로서의 화음,분산화음)과 3음 동기(유형1,유형5)가 모두 사

용된다.두 번째 음형은 B이며,주요 소재인 화음(sfz.에 의한 악센

트,잔향)만 사용된다.

이 두 가지 주요 음형은,뒤이어질 ‘회화 구성 원리의 음악

용에 한 해석-주요 음형 A,B의 반복 배치와 변형’부분에서

그 다양한 결합과 배치,변형에 해 본격 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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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소재와 부소재 간의 원근

《theElements…》의 두 가지 소재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계를 맺는다.이 두 소재의 원근 계는 작품마다

각기 다르게 설정되면서 다양성을 얻는다.

⑴ 얼룩과 선의 원근

① 경으로서의 얼룩과 경의 선

[그림 18]돋보이는 얼룩

작품은 얼룩이 경의 역할을,부조 선이 경의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흰 화폭이라는 배경에서 고채도/ 명도의 진한 색상

을 가진 얼룩이 면으로 드러나고,선은 경에 머물러 있다.이는

앞서 언 했던 ‘얼룩과 선의 계’에서 다루었던 것처럼,색상과 선

이 큰 연 성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즉 얼룩의 존재에 해 선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존재할 뿐으로,흰 배경에서 보다 가시성이

높은 얼룩이 먼 보이고,선이 나 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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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으로서의 선과 경의 얼룩

[그림 19]돋보이는 선

작품은 앞의 경우와 유사하게 얼룩에 고채도의 색상이 사용

되고 선과 큰 연 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선이 면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할 수 있다.이는 기하학 도형의 크기와 배치,선의 그

림자에 의한 부조성의 강조,타 그림과의 계19)등에 의해 해당 그

림에서는 선이 면으로 드러나게 된다.

19) 체 작품의 차원에서 볼 때,다른 그림에서는 선이 부분 경 역할

을 하는데 반해 해당 그림에서만은 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

으로 선이 돋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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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두 가지 소재의 상호작용에 의한 경화

[그림 20]두 소재의 상호작용

작품은 앞의 것과 유사하게 높은 채도의 색상이 돋보이나,

선이 해당 색상의 구역을 할당해주거나 묘사 인 역할을 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이는 앞서 언 했던 ‘얼룩과 선의 계’에서 다루었

던 것처럼,선에 의해 얼룩의 공간이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이

경우 얼룩과 선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두 가지 소

재가 상호작용을 통해 모두 경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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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화음과 3음 동기의 원근

《4Compositions…》의 두 가지 소재인 화음과 3음 동기 역시,

앞서 회화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경과 배경 계를 갖는다.

[악보 23]화음과 3음 동기 간의 원근

의 악보는 주요 음형 A에 해당하며,3음 동기가 경,화음이

배경의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악보 24]화음간의 원근

의 악보는 주요 음형 B에 해당하며,앞서 경 역할을 했던 3

음 동기는 없다.이 경우는 먼 나온 악센트가 경화되고,잔향이

배경의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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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합과 원근에 의한,주요 소재의 변형

⑴ 얼룩과 선의 변형

① 얼룩의 변형

얼룩은 자연을 뜻하는 소재로,부정형(不定形) 성격을 갖는다.

그 기 때문에 ‘(정해진)형태가 바뀜’의 ‘변형’에는 속하지 않으며,이

는 다양하게 ‘구 ’될 뿐이다.얼룩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색상과 채

도,공간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구 된다.

② 선의 변형

[그림 21]숫자의 변형

선은 인공을 뜻하는 소재로,단순한 선,도형,숫자 등으로 구

되며,이는 여러 가지로 변형되고 재결합한다.숫자는 상하와 좌우

의 방향,선의 각도를 바꾸는 식으로 변형되고,그들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모양을 형성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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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도형의 변형

선의 다른 구 형태인 기하학 도형 역시 좌우로 혹은 상하

로 뒤집히거나,다른 도형과 첩됨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만들기도

한다.이처럼 제한된 소재와 그 반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덟 개

의 작품들이 주는 인상이 일견 유사한 듯 보이나,그 소재가 변형을

통해 반복됨으로써 통일성과 함께 다양성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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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주요 음형 A,B의 변형

CompositionsⅠ〜Ⅳ는 제한된 주요 소재를 사용하여 그것을

다양하게 활용하고,그 요소 간의 계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결합

첩,변형함으로써 주요 음형을 만든다.이 주요 음형은 크게 A

와 B계열의 음형 두 가지로 구분가능하며,두 음형은 다시 그 성격

과 구성 요소의 사용 정도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악보 25]《4Compositions…》의 주요 음형 A,B비교악보

① 주요 음형 A

CompositionsⅠ〜Ⅳ의 주요 음형 A는 경과 배경이 명확히

구분되는 호모포니 짜임새를 가지며,주요 소재를 가지고 만든 3

음동기와 화음이 이것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음악 경에 해당

하는 것은 3음 동기이며, 경 혹은 배경에 해당하는 것은 지속음으

로서의 화음이나 화성 진행을 돕는 분산화음이다.

이 주요 음형 A는 구성 요소의 변형이나 발췌 등을 통해 작품

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구 된다.음형 A의 경만 사용되기도 하고,

경과 배경만 사용되기도 한다. 는 주제 (motivic)성격의 원형

에서 선율 (melodic)으로 변주되기도 한다.이처럼 A계열에 속하는

음형들의 구분을 해 주요 음형 A에 속하는 기호는 A,A′,Ⓐ,

ⓐ,a로 지정하 다.가장 먼 등장하는 원형을 A로 칭하되 그것의

성격 변주는 A′,포함된 요소의 요도에 따라 Ⓐ,ⓐ,a라는 기

호를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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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의미

A 3음 동기,화음,분산화음 등 구성요소 모두 사용

A′ 3음 동기와 화음만 사용 /성격 바뀜

Ⓐ 3음 동기만 사용

ⓐ 화음만 사용

a 분산화음만 사용

[표 7]주요 음형 A의 기호부여 범례

⓵ 주요 음형 A:3음 동기,화음,분산화음

[악보 26]《4Compositions…》의 주요 음형 A

주요 음형 A의 기본형에 해당하는 악구로,CompositionⅠ의 1

〜3마디에 해당하여 가장 먼 제시되는 부분이다.구성요소에 해당

하는 3음 동기와 화음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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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주요 음형 A′

[악보 27]《4Compositions…》의 주요 음형 A′

주요 음형 A′는 A의 주제 성격을 선율 으로 변화시킨 것

으로, 일종의 성격 변주(Character Variation)에 해당한다.

CompositionⅠ에는 짧은 재 부 이후에 등장하며,곡의 끝부분에서

일종의 종지부 역할을 한다.

⓷ 주요 음형 Ⓐ:3음 동기

[악보 28]《4Compositions…》의 주요 음형 Ⓐ

Ⓐ는 주요 음형 A의 구성요소 경의 역할을 하는 3음 동기

만 사용된 경우이다.주로 악곡의 최고조에서 사용되며,리듬 유

니즌,옥타 복,불 화 강조를 한 부가음을 동반하는 경우

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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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주요 음형 ⓐ,a:분산화음

[악보 29]《4Compositions…》의 주요 음형 ⓐ

[악보 30]《4Compositions…》의 주요 음형 a

ⓐ와 a는 주요 음형 A의 구성요소 배경의 역할을 하는 화음

만이,분산되어 사용된 경우이다.단일 성부의 분산화음은 ⓐ로,다

성부로 첩되어 음향면의 역할을 하는 분산화음은 a로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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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의미

B 악센트,잔향 효과 모두 사용

B′ 악센트,잔향 효과 모두 사용 +확장

ⓑ 악센트만 사용

b 잔향 효과만 사용

② 주요 음형 B:악센트와 잔향 효과

CompositionsⅠ〜Ⅳ의 주요 음형 B는 주요 소재로 만든 악센

트와 잔향 효과라는 구성요소를 갖는다.두 요소는 동시에 울리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의 경과 배경으로의 구분은 합하

지 않다.그러나 보다 청각 요도가 높은 악센트를 경으로,잔

향을 배경으로 설정 가능하다.B계열의 음형에서 3음 동기는 사용

되지 않는다.

주요 음형 B역시 A와 마찬가지로,구성 요소의 변형이나 발췌

등을 통해 작품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구 된다.두 가지 요소가 함

께 사용되기도 하고,둘 하나의 요소만 사용되기도 한다.음형 B

에 속하는 기호는 B,B′,ⓑ,b로 지정하 다.가장 먼 등장하는

원형을 B로 칭하되,그것이 확장된 경우는 B′,악센트만 사용된 경

우는 ⓑ,잔향 효과만 사용된 경우는 b라는 기호를 부여하 다.

[표 8]주요 음형 B의 기호부여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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⓵ 주요 음형 B:악센트와 잔향 효과

[악보 31]《4Compositions…》의 주요 음형 B

CompositionⅠ의 4〜6마디에 해당하는 주요 음형 B의 기본형

이다.주요 음형 A에 응하며,악센트와 잔향 효과라는 구성요소를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⓶ 주요 음형 B′:악센트와 잔향 효과의 확장

[악보 32]《4Compositions…》의 주요 음형 B′

주요 음형 B′는 B의 반복을 통한 확장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악센트와 잔향 효과를 짧게 보여주면서 그것의 반복을 통해 흐름을

만들어나간다.이는 B처럼 먼 등장한 A에 해 새로운 음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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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것이 아닌,어떤 음악 진행을 생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그 기 때문에 원형 그 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새로운 맥락

을 해 한 변형이 가해진 것이다.

⓷ 주요 음형 b:잔향 효과만 사용

[악보 33]《4Compositions…》의 주요 음형 b

주요 음형 B에서 악센트가 제거되고 잔향 효과만 사용된 것이

다.악센트만 독립 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

⓸ 주요 음형 aⓑ:음계의 첩에 의한 음향과 악센트

[악보 34]《4Compositions…》의 주요음형 aⓑ

앞서 언 했던 것처럼,B에서 악센트만 사용되는 부분은 없다.

악센트에 의한 타격 효과는 그 음가가 매우 짧고 순간 으로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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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 때문에,B에서는 잔향과 함께 사용되었던 것이다.그처럼 B의

악센트인 ⓑ는 독립 이지 않으나 다른 구성요소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주요 음형 aⓑ는 음형 A의 구성요소인 분산화음으로서의 a와,

음형 B의 구성요소인 악센트로서의 ⓑ를 결합시킨 것이다.이는 본

악곡의 음악 진행 과정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어서 구성 원리의 공통 에 의한 음악 치환 부분에서는,먼

미술 소재의 구성을 검토한 뒤 음악 소재로서의 주요 음형 A,B

와 그 변형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알아볼 것이다.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음악 형식을 만들어내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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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성 원리의 공통 에 의한 음악 치환

1)주요 소재의 반복 배치에 따른 구성

⑴ 얼룩과 선의 반복 배치에 따른 구성

《theElements…》은 여러 작품으로 구성된 연작으로,제한된

두 가지의 주요 소재인 얼룩과 선이 다양하게 변화되어 화폭이라는

특정 공간에 다양한 역할과 방식으로 배치된다.즉 같은 소재를 다

르게 배치함으로써 연작에 해당하는 작품들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은 다양한 배치는 8개 작품

에의 ‘계’를 만들기도 한다.본고는 작품간 설정 가능한 계들을

검토하여 제시하되,이는 시장에서의 작품 배치와 그에 의한 감상

순서,작품 치 규모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밝힌다.20)

20) [그림 23]《theElements…》 3작품

는 작곡가가 화음 쳄버 오 스트라로부터 Op.16의 작업을 받으

면서 달받은 작품을 표시한 것으로, 체 8작품 세 작품에 해당한다.

체 작품 사이에서의 계에 의한 구성을 본고의 후반부에 간략히 검토하

되,개별 작품에 한 분석은 의 세 작품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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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theElements…》

먼 연작을 구성하는 8개의 작품 작곡 과정과 련된 세

작품에서,앞서 살펴 본 두 가지 주요 소재(얼룩,선)가 어떻게 반

복,활용 변형되는지, 어떤 계를 맺으며 어떻게 화폭을 구

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작품의 두 가지 주요 소재 얼룩은 노란색-유채색인 경우

3회,무채색인 경우 약 3∼5회 가량 반복 으로 나타난다.선은 0과

1,3,6의 아라비아 숫자와 기하학 도형,단순한 선들로 나타난다.

유채색과 무채색의 얼룩은 그 크기,채도,명도가 다양하며,숫자와

도형의 선 역시 그 형태와 크기가 모두 다르다.얼룩과 선이 맺는

계 역시 각기 다양하게 찰된다.선에 의해 얼룩의 공간이 구획

되는 경향이 보이나,각 소재들의 공간 집 도, 집의 정도가 약

하고 화면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에 들어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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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theElements…》

작품은 빨간 색의 얼룩과 기하학 도형을 주요 소재로 사

용하 다.빨간 색은 고채도/ 명도의 주요 얼룩과,흰 색이 덧칠된

듯한 배경의 얼룩으로 나 수 있다.

주요 소재 얼룩은 빨간 색이라는 공통 인 색상으로 그 크

기,채도,명도의 면을 달리하여 약 10회 이상 나타난다.선은 주로

기하학 도형의 모습으로 반복 으로 화폭에 등장한다.각각의 얼

룩과 선이 맺는 계는 다양하게 보이나,그 체 구성에 있어서

두 소재 모두 상단,좌측에 비교 집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강조

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좌측 상단의 집 도에 하여 하단에 배

치된 두 개의 원이 안정감을 주나,주소재인 얼룩의 사용도가 낮기

때문에 감상자의 길을 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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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theElements…》

8개의 연작 유일하게 한색 계열인 란색 얼룩이 사용된 작

품이다. 란색 얼룩은 약 20여회 이상,8개의 연작을 구성하는 작

품 최다의 횟수로 반복된다.선은 0,3등의 숫자와 도형에 의해

구 된다.

얼룩은 기본 으로 유채색이나 때로는 무채색에 가깝도록 그

채도를 달리하며,그 크기도 다양하다,선 역시 기본 인 선,숫자와

도형으로의 구 ,각도의 변형 등에 의해 다양한 모습을 보여 다.

화폭 상단에 2개,하단에 1개 있는 고채도- 명도의 3개 얼룩에 의

해 역삼각형의 구도가 생성되며,선은 무작 으로 화폭에 퍼져

있기 때문에 두 소재는 큰 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역삼

각형 구도의 얼룩과 만나는 부분의 선이 결과 으로 드러나게 된다.

화폭의 구성은 비교 상단에 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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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주요 음형 A,B의 반복 배치에 따른 구성

① CompositionⅠ:A B/ⓑA aⓑ---/ⒶB/ⒶA′

[악보 35]CompositionⅠ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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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소나타

   ′ Coda

음악 역할
제시

개 압축 재 종결
1주제 2주제

세부구성 A B ⓑAaⓑ--- ⒶB ⒶA′

CompositionⅠ은 《4Compositions…》의 첫 번째 작품이자,

네 곡의 구성 에서도 첫 번째에 치해있다.CompositionⅠ의 음

악 형식은  - - ′-Coda로,소나타와 유사하다.21)

두 개의 주요 음형이 시간의 흐름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다음과 같이 분석 가능하다.

:A와 B는 주요 소재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내 통일성을 갖는

다.

:CompositionⅠ의 첫 번째 에서,A와 B의 제시는 강하게 조

된다.

:CompositionⅠ의 두 번째 에서,A와 B는 각각의 특성 하나

를 발췌하여(A에서 a,B에서 ⓑ)결합시킴으로써(aⓑ)새로운 음형

을 만들고 그것을 개시킨다.

:CompositionⅠ의 세 번째 가운데에서, 개의 흐름이 회귀하

며 A와 B를 재 시키되,A는 Ⓐ로 압축 재 된다.

:CompositionⅠ의 마지막 에서, 에서 압축 재 되었던 A가 이

번에는 성격을 바꾸어,길고 부드럽게 연장되며 사라지듯 종지한다.

[표 9]CompositionⅠ의 구성 요약

21)“모든 형식은 결국 기승 결 는 변증법 구조를 지닐 수밖에 없으

니까 그리 보아도 큰 문제는 없겠지”

작곡가 인터뷰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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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ompositionⅡ:baA b/aⓑⒶ A′

[악보 36]CompositionⅡ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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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

음악 역할 도입 제시 잔향 환 고조 종결

세부구성 b aA b aⓑⒶ A′

CompositionⅡ는 《4Compositions…》의 세 번째 작품이자,

네 곡의 구성 에서 두 번째에 해당한다.음악 형식은  - ′

로,두 개의 주요 음형 A에 집 한 것으로 보인다.A의 모든 변

형(A,A′,Ⓐ,ⓐ,a)이 사용된다.

:첫 번째 곡과 마찬가지로,주요 음형 A와 B는 주요소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내 통일성을 갖는다.

:CompositionⅡ의 첫 번째 에서,a와 b는 불완 한 형태로,두

번째 의 A를 향한 도입의 역할을 맡는다.

:CompositionⅡ의 두 번째 에서,A가 제시되고 b가 악센트를 제

거하여 잔향만 반복된다.

:CompositionⅡ의 세 번째 에서,제거되었던 B의 악센트와 함께

A의 불완 형인 a,Ⓐ등이 격히 등장하다가,곧 성격을 바꾸어

CompositionⅡ의 마지막 인 A′로 이어진다.

:CompositionⅡ는 A의 성격을 바꾸어 A′로,길고 부드럽게 연장

되며 사라지듯 종지한다.CompositionⅠ과 유사한 종지이다.

[표 10]CompositionⅡ의 구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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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ompositionⅢ:ⓐaⒶ A′ /B′ B/Ⓐⓐ ⓑⒶ

[악보 37]CompositionⅢ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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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

음악 역할 제시 변주1 변주2
환 진행,

고조

압축

재
종결

세부구성 ⓐa Ⓐ A′ B′B Ⓐⓐ ⓑⒶ

CompositionⅢ은 《4Compositions…》의 다섯 번째 작품이자,

네 곡의 구성 에서 세 번째에 해당한다.음악 형식은  - -

 ′로,주요 음형 B의 새로운 활용으로서 B′가 등장한다.주요 음

형 A의 변형은 원형인 A를 제외하고 다양하게 등장하나,앞선

CompositionⅡ에서 모두 보여주었기 때문에,감상자는 A의 변형보

다 B의 변형에 집 할 가능성이 크다.

:앞선 곡들과 마찬가지로,주요 음형 A와 B는 주요 소재에 의한

내 통일성을 갖는다.

:CompositionⅢ의 첫 번째〜두 번째 에서,A는 다양한 변주를

제시하며 하나의 섹션을 이룬다.

:CompositionⅢ의 두 번째 끝에서,B계열의 음형이 처음 제시

된다.이는 B′로,원형의 확장 개에 해당한다.B′의 악센트

와 잔향이 짧은 주기로 반복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이것은 세

번째 끝의 원형 B로 회귀한다.

:CompositionⅢ의 마지막 에서,A가 형태를 바꾸어 재 된다.

 의 세부구성인 ⓐa-Ⓐ-A′에서 ⓐ와 Ⓐ만을 발췌하여,수평 으

로 병치,분리되어 있던 것을 수직 으로 첩한 것으로 보인다.이

는 음악 으로 압축 재 에 해당하며 반복을 통해 마지막 두 마디

의 선언 종결부로 진행한다.

[표 11]CompositionsⅢ의 구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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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CompositionⅣ:ⓑA/B′B/ⓐⒶ ⓑⒶⓐa/ⓐ

[악보 38]CompositionⅣ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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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  ″

음악 역할 제시
응 진행1,

고조 1

환 진행2,

고조2
잔향

세부구성 ⓑA′ B′B ⓐⒶ /ⓑⒶⓐa ⓐ

Composition Ⅳ는 《4Compositions…》의 일곱 번째-마지막

작품이자,네 곡의 구성 에서 네 번째에 해당한다.음악 형식은

 - - ′- ″이다. ″는 크게 확장 변형 종지부라 할 수

있다.주요 음형 A와 B의 모든 요소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앞선

곡들에 한 총합과 같은 인상을 다.

:네 곡의 구성 모두 마찬가지로,주요 음형 A와 B는 주요 소재에

의한 내 통일성을 갖는다.

:CompositionⅣ의 첫 번째 에서,A′가 첫머리에 등장하면서 신

선한 인상을 다.(앞서는 부 곡 간이나 끝에 나왔기 때문)

:CompositionⅣ의 첫 번째 끝에서,A에 응하는 B′가 제시

되며,이는 두 번째 끝까지 연장된다.

:CompositionⅣ의 세 번째 에서,A가 형태를 바꾸어 재 되며,

비올라에서는 3음동기의 제시 순서를 바꾸고, 여태껏 없었던

espressivo를 보여 다.

:CompositionⅣ의 세 번째 끝에서,B의 강렬한 악센트와 함께

A의 요소 분산화음과 화음(6도)이 분리되어 등장한다.이는 곧

하나로 뭉쳐져 최고조를 향해 진행한다.

:CompositionⅣ의 네 번째 끝에서,A의 화음이 약하게 울리면

서 바로 앞의 최고조의 잔향처럼 사라지듯 종지한다.

[표 12]CompositionⅣ의 구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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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작 내에서 작품들이 갖는 계성

⑴ 《theElementsofNature2003》작품들의 계

① 색상의 계

[그림 27]색의 비

《theElements…》의 주요 소재인 얼룩에 사용되는 색상은 크

게 노란색,빨간색, 란색의 세 가지로 나 수 있다.이는 여덟 개

의 작품에서 다양하게 구 되나,그 비 이 다르다.노란색이 8작품

약 4작품에서,가장 많이 사용됨으로써 체 인 분 기를 지배

한다.빨간색은 8작품 약 3작품에서 사용되며,노란색과 섞이고

만남으로써 한 계를 맺는 것처럼 보인다.8작품의 연작 7

작품에서 사용되는 노란색과 빨간색이 난색에 해당하기 때문에,작

품 체 인 분 기가 따뜻하다고 할 수 있다.이와 반 로 한색인

란색은 단 한 작품에서만 사용되어 그 비 이 으나,그 기 때

문에 작품 체의 에서 볼 때 돋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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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색의 변화 과정

얼룩은 3개의 색상과 해당차원의 채도조 로 다양화된다.이때

3개의 색상 노란색과 빨간색은 노랑 >주황 > 갈 >빨강으로

의,혹은 그 반 로의 변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림 29]색의 만남

7개의 단색 작품 사이에서 유일하게 2색이 사용된 작품은,마치

노란색과 빨간 색이 만난 듯한 인상을 다.두 번째 주요소재인 선

역시 인체나 꽃 등의 존재에 한 낙서와도 같은 묘사를 통해서 ‘둘’

의 존재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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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색의 암시

란색은 체 연작의 8작품 단 한 작품에만 사용되어 그

단순 비 이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사용한 작품에 비해 다.그러나

란색은 나머지 일곱 작품의 무채색 얼룩이나 부조 선의 그림자

톤과 유사하게 보인다.이는 어떤 ‘암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작품

의 내 연 성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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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의 계

[그림 31]선의 역할 변화

얼룩 색상의 다양성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 혹은 섞임의 과

정처럼,선의 다양성 한 시 순서,배치,감상 순서에 따라 어떤

계를 만들 수 있다.선의 요도가 낮은 작품에서 선이 색상을 규

정지어주는 작품으로,마지막으로 선이 면으로 드러나는 작품까

지,선의 역할 변화에 의해 감상자는 어떤 계성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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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간의 계

[그림 32]《theElements…》 배치의 다양성

연작 부분의 작품이 우측보다는 좌측에,하단보다는 상단

에 구성 요성이 집 되어있다.그러나 우측 하단의 주황색 얼룩

의 작품만이 우측/하단이 요하게 취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즉

색상에서 란색이 독보 인 인상을 주었던 것처럼,공간 측면에

서는 주황색 얼룩의 작품만이 우측/하단의 공간에 집 하여 타 작품

과는 다른 공간을 주목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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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theElements…》 집 도의 고

여덟 개 작품의 집 도 역시 세 단계로 구분 가능하다.고채도

의 얼룩과 다양한 선이 화폭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림이 있는 반면,

낮은 채도의 얼룩과 단순한 선이 당한 여백과 함께 구성된 작품

도 있다.이처럼 얼룩과 선,그것의 배치에 의한 개별 작품의 집

도가 여러 단계로 구 되어 있기 때문에 집 도의 고 차이가 발

생하며,이것은 다양한 작품 간의 계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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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얼룩 선

경 역할 얼룩 배치
색상 채도 숫자 도형 묘사

1 노란색 1,3,6 사용 얼룩<선 좌측상단

2 노란색 고∼ 0 사용 얼룩=선 앙

3
노란색

빨간색
고∼ 2,3,6 묘사 묘사 상단

4 란색 고∼ 0 사용 얼룩>선 상단

[그림 34]《theElements…》 체,임의로 순서를 배정함

[표 13]《theElements…》 작품별 특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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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얼룩 선

경 역할 공간 배치
색상 채도 숫자 도형 묘사

5 노란색 고∼ 2 사용 얼룩≧선 범

6 빨간색 고 0,2 사용 얼룩<선 범

7 갈색 0 사용 얼룩>선 좌측상단

8 주황색 ∼ 0 사용 얼룩>선 우측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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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positions
구성 도식 음악 형식

Composition

Ⅰ
A B/AB----/ⒶB/ⒶA′ 소나타

Composition

Ⅱ
b/aA/b/aⓑⒶ /A′  - ′

Composition

Ⅲ
ⓐaⒶ A′ /B’B/Ⓐⓐ ⓑⒶ  - - ′

Composition

Ⅳ
ⓑA/B’B/ⓐⒶ ⓑⒶⓐa/ⓐ  - - ′- ″

⑵ 《4Compositionswith3InterludesforStringtrio》

작품들의 계

① CompositionsⅠ∼ Ⅳ의 형식에 의한 다악장성

단악장이 아닌 작품은 크게 악장구성을 갖는 경우와 모음곡의

경우로 나 수 있다.일반 으로 다악장에 의해 구성된 악곡은 각

악장의 음악 특징과 역할 기능이 명백히 다르다.‘악장’이 아닌

독립 악곡들을 여러 편 모아 놓은 모음곡일 경우 역시,구성악곡

들의 음악 특징이 명확히 다르며 다양하다.그러나 작품 체에

한 개별 악곡의 역할이나 기능은 큰 고려 상이 아닌 것이 다악

장 작품과 모음곡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14]CompositionsⅠ∼ Ⅳ의 다악장 구성

표는 《4Compositions…》 네 개의 구성(Compositions

Ⅰ∼Ⅳ)의 분석을 통해 각 작품의 음악 형식을 정리해 본 것이다.

앞서 논한 것처럼 네 악곡은 제한된 주요 소재와 단 두 개의 주요

음형만을 이용하 다.이 주요 음형 A,B에서 생된 요소들은 4곡

의 구성마다 부분 포함되며,그 변형의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곡이 외 으로는 유사하게 들리게 되는 것이 《4Composition

s…》의 기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네 곡의 음악 형식

을 검토해볼 때,CompositionⅠ은 소나타 형식,CompositionⅡ는

 - ′,CompositionⅢ은  - - ′,CompositionⅣ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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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모두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흡

사 고 소나타의 다악장 구성을 떠올리게 한다. 즉 《4

Compositions…》의 네 개의 구성이 외 으로는 주요 음형에 의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나,내 으로는 음악 형식 인 면에 있어서 다

악장 작품의 다양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② InterludesⅠ∼ Ⅲ과의 배치에 의한 체 구성

[그림 35]《4Compositions…》의 체 구성

CompositionsⅠ∼ Ⅳ는 마치 베베른이나 쿠르탁을 연상 하는

짧은 음형과 악구들로 이루어지며,내 으로는 그 형식에 다악장성

을 가지고 있으나 외 으로는 유사하게 느껴진다.그러나 이 사이사

이에 배치되는 3곡의 간주곡이 감상자로 하여 청각 환기를 느

끼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벽 역할을 하고,22)구성(CompositionsⅠ∼

Ⅳ)과는 달리 소리를 길게 지속하며 음정의 확 를 통해 음악 흐

름을 만든다.즉 간주곡은 수동 측면에서는 앞서 언 했던 벽의

역할을,능동 으로는 ‘다음 작품으로 진행하는 길’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네 개의 《구성》 사이사이를 잇는 세 개의 《간주곡》에 해 작곡

가는 “네 개의 《구성》이 시된 갤러리의 벽과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갤러리에서 벽을 유심히 찰하는 경우는 구에게나 거의 없다.하나의

그림을 보고 나면 이어서 다음 그림을 향해 발과 이 함께 움직인다.…

서정은,「 악 3 주를 한 네 개의 구성과 3개의 간주곡(2003/2005」,

《4Compositionswith3InterludesforStringtrio》 해설



구성 순서
Composition

Ⅰ
Interlude
Ⅰ

Composition
Ⅱ

Interlude
Ⅱ

Composition
Ⅲ

Interlude
Ⅲ

Composition
Ⅳ

순음악 형식 소나타
음정의 지속

흐름
 - ′

음정의 지속

흐름
 - - ′

음정의 지속

흐름

 - - ′-

 ″

분류

Compositions Interludes

Composition
Ⅰ

Composition
Ⅱ

Composition
Ⅲ

Composition
Ⅳ

Interlude
Ⅰ

Interlude
Ⅱ

Interlude
Ⅲ

소나타  - ′  - - ′
 - -

 ′- ″
음정의 지속 흐름

다악장 성격 단일한 목

주요

소재

화음

소재

Pitch

set

음악 결과 단일한 음소재,다양한 구 ,결과 유사성 단일한 목 ,다양한 음소재

[표 15]《4Compositions…》의 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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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론

미술과 음악은 인간의 정신과 사상을 담아내는 술 활동이라

는 공통 하에 다양한 방식의 만남을 가져왔다.본고는 그 특정

회화 작품을 감의 출발 으로 하여 새로운 음악작품의 창작을 유

도하는 ‘화음 로젝트’Op.16의 ≪theElementsofNature2003≫

과 ≪4Compositionswith3InterludesforStringtrio≫의 소재와

구성 원리를 분석하고,그것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두 작품 간의 유

사 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 다.

1. 두 작품의 소재는 아래와 같이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1.1.각 작품은 제한된,두 가지의 조 인 소재를 사용한다.

1.2.각 작품의 두 소재는 그 특성에 따라 주소재(얼룩,화음)와

부소재(선,3음 동기)로 나 수 있다.

2. 두 작품의 소재는 그 활용에 있어서 공통 을 갖는다.

2.1.주소재인 얼룩의 색상,채도,공간 배치는 화음의 표 ,구

성음의 사용,진행과 연 된다.

2.2.부소재인 단순한 선,숫자,도형은 3음 동기의 유니즌,선율,

활용과 연 된다.

3.각 작품의 주소재와 부소재는 서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형

태를 만들고,원근의 계를 갖으며,원형으로부터 변형되기도 한다.

4.회화와 음악의 구성 원리는 아래와 같이 유사하다.

4.1.두 소재의 원형과 변형이 반복 으로 배치 변형됨으로

써 여러 편의 작품이 구성된다.이 여러 편의 작품들은 일견 유사한

듯 보이나,그 특성들이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4.2.두 연작에 속하는 작품들은 (각각의 연작 내에서)색채‧도

형‧공간 등의 측면에서, 음악 성격‧역할‧악장 구성 등의 측면

에서 복합 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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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두 작품은 소재,그 활용과 결합 구성 원리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유사성은 ‘화음 로젝트’라는 작곡

과정의 특성상,작곡가에 의해 의도 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즉 작곡가는 음악의 소재 혹은 구성 원리에 미술작품의 것과 유사

하다고 할 수 있는 특성을 설정함으로써,이러한 유사성에 의거하여

‘회화의 음악 치환’을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시도는

미술과 음악 분야의 교류에 있어서 하나의 시가 되어 수 있으

며,그 원리가 확 용됨으로써 타 술 분야간 계로의 확장

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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