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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아르보 패르트(Arvo Pärt, 1935~ )의
<수난곡>(Passio, 1982)에 관한 고찰
- 틴티나불리(

)에 의한

‘말씀’(Word)의 음악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아르보 패르트(
<수난곡>(

,

)의 후기 양식 중 하나인

)에 관한 고찰이다. 이를 위하여 그의 후기 양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통적 종교음악으로부터의 영향 및 패르트가 고안한 ‘틴티
나불리’(

의 원리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수난곡>을 분석하

여 ‘말씀’의 음악적 형상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었는지 고찰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에스토니아 출신의 작곡가 패르트는 종교적인 작품을 반대하는 소비에
트정부와의 마찰로 1968년 <사도신경>(

1968)을 작곡한 후 거의 8

년간 작곡을 하지 않은 채 지냈고 이때 러시아정교의 교인이 된다. 이 시기
그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비롯하여 초기 다성음악,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합창음악 등을 연구하고 그 결과 틴티나불리(

) 기법을 창안한

다. 패르트는 이후 20세기 후반 독자적인 음악어법을 가지는 작곡가 중 대
표적인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혹자들에게는 ‘성스러운 미니멀리
즘’

의 작곡가로 평가된다. 미니멀리즘 작곡가로서의 이

러한 평가는 그의 후기 양식에 나타나는 반복적 요소와 음악적 재료를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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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방식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본 연구는 그의 음악을 보다 잘 이해하
기 위해 작곡가 스스로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러시아정교의 사상과 전통을
관찰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하여 Ⅱ장에서는 패르트가 처했던 시대의 정치  사회적 환경과
생애를 살펴본다. 그는 소비에트 치하에서 음렬주의와 콜라주 등의 실험적
작품을 통해 동시대의 음악어법을 훈련하였고, <사도신경> 이후 침묵의 시
기를 가지는 동안 독실한 러시아정교 신자가 된다. 이 시기동안 탐구한 전
통음악은 틴티나불리 양식을 탄생시켰으며, 이는 러시아정교의 종교적 상징
인 종소리를 음향화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Ⅲ장에서는 그의 후기 양식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을 전통적 종교
음악으로부터의 영향, 틴티나불리 기법, 음악적 상징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세기 이후 확장된 음색과 음향의 수많은 사조의 흐름에서 패

르트는 중세음악의 그레고리오 성가, 리듬선법, 러시아정교음악의 실라빅
세팅, 호모리듬에 의한 호모포니 텍스처, 드론, 그리고 전통적 종교음악으로
부터 비롯된 절제된 가사전달 등을 틴티나불리 양식 안에 통합하여 ‘말씀’
의 진리를 담는 도구로써 활용하였다. 또한 그는 틴티나불리의 두 성부에
각각 ‘죄’와 ‘용서’라는 기독교적 상징을 담아 깊은 내면의 자기성찰을 음악
적 이상으로 삼았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고찰한 음악적 특징들을 토대로 <수난곡>을 분석
한다. 간결하면서도 명백한 틴티나불리 양식의 작품은

년에 작곡된

<수난곡>에 이르러 그 양식적 특성을 더욱 확립하게 된다. 그는 <수난곡>
에서 요한복음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틴티나불리 양식 안에 세부적으로 여러
음악적 요소를 설정하였다. 즉, 틴티나불리는 ‘말씀’의 전달을 목표로 고안
된 시스템으로 기능하게 되는데, 이는 작곡가의 주관적 해석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단어와 문장의 음운론적, 의미론적 운율을 살려 요한복음에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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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예수 수난의 ‘말씀’을 부각시키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두 가지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첫째, 개별적인 단어의 음
운론적 강세와 관련된 M-성부의 중심음을 살펴보고 둘째, 요한복음 각 절
의 의미론적 강세와 관련된 T-성부와 M-성부의 결합을 살펴본다. 문장에
서의 강세는 내용의 흐름에 따라 그 단계를 더 세세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
사의 전달력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악장의 구분 없이

분 이상 연주되는 대서사의 <수난곡>은 종결부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활의 승리로 확신하는 상징적 구현으로 끝맺는
다.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 수난의 최후에 대해 ‘영광의 순간’
으로 해석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한복음의 해석을 패르트가 <수난
곡>에서 어떻게 구현하였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층위에서 살펴본다.
Ⅴ장에서는 Ⅳ장에서 살펴본 <수난곡>의 분석을 토대로 작품에서 나타
나는 패르트의 음악미학을 고찰한다. 패르트는 러시아정교에서 침묵과 평온
으로 정의되는 ‘헤시카즘’을 음악에 실현시키기 위해 ‘침묵의 미학’을 작품
속에 투영시켰다. 틴티나불리 양식의 작곡에서 프레이즈 사이마다 쉼표로
나타나는 침묵의 시간은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하며 초월적 존재에 대한 외
경심과 깊은 내면의 성찰을 위한 묵상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서방세계로 이주한 후 패르트는 성경이나 기도문, 전례 또는 기독교신
학의 저술에서 가져온 텍스트를 사용함으로써 ‘말씀의 음악적 형상화’를 구
현한다. 본 연구는 그가 작품 속 텍스트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음악을 ‘말
씀에 담겨있는 진리를 표현하는 매개체’로 인식하는 러시아정교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수난곡>에서 나타나는 작곡방식에 대하여
‘이미지의 신학’으로 알려진 정교의 이콘(

)에 대입하여 ‘이콘의 음악화’

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이후 패르트의 작품에 대한 후속 연구로 이어지며, 동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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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작곡가들에게 어법을 뛰어넘어 사유(

)로서 음악을 탐구하는 패러

다임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아르보 패르트, 틴티나불리, 수난곡, 중세음악,
음운론적 강세, 의미론적 강세, 음악적 상징, 요한복음
학 번 : 2009-3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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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세기 이후 모더니즘 사상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온 아방가르
드 음악은 많은 경우 그 난해함으로 인해 극소수 애호가들만의 전유물로 취
급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면에 있어 에스토니아 출신 작곡가 아르보 패
르트

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년 이후 발표한 그의 작

품들은 공전의 기록을 세우며 음반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영
화음악의 배경1) 등을 통해 대중에게 더욱 친숙하게 되었다.
패르트는 종교적인 작품을 반대하는 소비에트정부와의 마찰로
<사도신경>(

을 작곡한 후 거의

년

년간 작곡을 하지 않은 채 지냈고

이때 러시아정교(

)의 교인이 된다. 이후 패르트

에게 있어 러시아정교 신앙은 그의 삶과 음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 그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비롯하여 중세음악을
탐구하였고 그 결과 자신만의 독창적인 틴티나불리(

)2) 기법을

창안하게 된다. 패르트는 이후 단순한 리듬, 순차진행, 성가풍의 선율 등 옛
음악양식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들을 통해

세기 후반 등장한 ‘미니멀리즘’

과 같은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의 대표적인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1) 그의 작품 <Spiegel im Spiegel >은 영화 ‘제리’(Gerry, 2002), ‘어바웃 타임’(About
time, 2013) 등을 비롯한 여러 영화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으며, <Cantus in
memory of Benjamin Britten >은 9.11테러를 영화화 한 <화씨9/11>(Fahrenheit
9/11, 2004)에서 사용되었고, <Fratres>는 <There will be blood >(2007)를 비롯하여
10편이 넘는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등 그의 작품은 영화음악을 위해 작곡되지
않았지만, 많은 영화 제작자들에 의해 100편이 넘는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다.
2) ‘틴티나불리’의 원리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Ⅲ장 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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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러나 독일 도르(
)의 편집장인 코넨(

)출판사에서 펴낸 『아르보 패르트』(
)이 “아르보 패르트의 음악은 수십 년 동

안 지구를 돌고 있었지만, 반면 그의 시학적 맥락(

)

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3)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까지 패르트 음
악의 시학적 해석은 종종 러시아정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일반적
인 논의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았다.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 종교
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는 문학작품에도 종종 있어
왔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

)4)의

경우, 그의 대표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은 러시아정교의 전통,

가르침, 수도원 등의 이해를 통하여 그 해석이 더욱 풍부해지는데,5) 이들은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정신적이고 지적인 근원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정교의 신앙을 자신의 작품 안에 투영시킨 예를 음악계에서 찾아
보자면, 구바이둘리나(

)를 들 수 있다. 그녀는 스스

로 종교적 욕구를 예술 안에서 실현하기 원하며 자신의 작품들은 그러한 결
과의 영적인 판타지의 구현이라고 주장하였다.6) 그녀는 종교적인 작품제목
3) Hermann Conen, Arvo Pärt: Die Musik des Tintinnabuli-Stils, Köln: Dohr
Verlag. 2006. 서문.
4) 도스토예프스키는 옴스크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러시아정교의 신앙을 가지게 되고 이후 사
상적인 전신(轉身)을 하게 된다. 그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로,
‘넋의 리얼리즘’(spirits of realism)이라 불리는 독자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사회적으로 복
잡화된 인간의 내면 심리를 그려내었다. 구질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들어서는 과도기
러시아의 시대적 모순을 작품에 투영하였다. 대표작으로 <죄와 벌>(1866), <백치>(1868),
<악령>(1871∼1872), <카라마조프의 형제들>(1879∼1880) 등이 있다. 『두산백과』, “표
도르 도스토옙스키”, [2017년 6월 4일 접속]. <http://terms.naver.com/entry.nhn?
docId=1083083&cid=40942& categoryId=34427>.
5) 예를 들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어린 소년이 키우는 개에게
‘빼레즈본’(perezvon)이라는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소설의 종교적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빼레즈본’은 러시아정교에서 성대주간 및 여러 장엄한 의식에서 치는 종(bell)
을 말한다. 석영중,『러시아정교』,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247. 러시아정교의 ‘종’은
패르트의 틴티나불리와도 관련이 있는 상징적인 것으로 3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6) Vera Lukomsky, “Sofia Gubaidulina :‘My Desire Is Always to Rebel, to Swim
against the stream!’” Perspective of New Music 36(1). 199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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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하여 숫자의 상징, 십자가의 형상화, 영적인 세계를 묘사하는 음향,
악기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작품 안에서 종교적
상징성을 표현하는데, 이는 그녀의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또한 폴란드 출신의 펜데레츠키(

)의 경우에도 그

의 음악이 비록 다양한 양식과 어법에 의한 여러 변화의 시기를 가지지만,
작곡가 내면의 추구에서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한 공통의 미학적 입장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년대 초까지 혁신적인 아방가르드의 대표주자였

고,7) 이후 신낭만주의(
다원주의(

), 신조성(

), 양식적

) 등의 다양한 양식과 기법을 포용하며 독자적

인 행보를 걸어왔지만 그의 음악이 추구하는 총체적인 목적은 기독교 신앙
에 근거한 인간구원의 메시지였다.
이 외에 메시앙(

)도 자신의 가톨릭 신앙을 정

교한 음악적 논리와 진보적이고 독창적인 어법으로 다루고자 했던

세기

의 대표적인 작곡가이다. 그는 성경적인 작품제목을 비롯하여 악보의 서문
에서 기독교 신학의 상징적인 내용들을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이 음악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8)
모든 예술가가 특별한 신념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창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체계와 전통을 접하게 되면 피상적인
것 그 이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본고는 주목하였다. 패르
트는 자신에게 있어 신앙은 단지 음악 뿐 아니라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

7) 그는 1950년대와 60년대 초까지 음색의 다양한 가능성을 추구하는 음향작곡(Klangkomposition)의 작품들을 실험하며 혁신적인 아방가르드의 대표 주자였으나, 1960년대에
중세와 르네상스의 다성어법 및 이전 시대의 음악 등을 공부하면서 전통적인 형식과 음악
적 요소들을 도입하여 일련의 종교적 작품들을 연이어 내놓는다. 이 시기에 작곡된 대표적
인 곡들로는, <스타마트 마테르>(Stabat mater, 1962), <칸타타>(1964), <누가수난곡>
(Lucas Passion, 1965), <진노의 날>(Dies irae, 1967), <마니피카트>(1974) 등이 있다.
8) 강윤경, “메시앙의 기독교 신앙과 음악적 표현에 관한 연구”,『음악이론연구』. 5. (2000)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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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한 바 있으며, “누구든지 나를 이해하기 원한다면 내 음악을 들어야
하고 누군가 내 철학을 알고 싶다면 러시아정교의 교부를 읽어야 한다.”9)라
고 하였다. 이와 같이 패르트를 비롯하여 구바이둘리나, 펜데레츠키, 메시앙
등은

세기를 대표하는 주요한 작곡가들로서 작품 안에 기독교적 사상을

담고자 했지만, 이들은 종교관의 차이를 가졌을 뿐 아니라 그 양식과 음악
적 방법 또한 개성적인 어법에 의한 점이라는 사실도 흥미로운 점이다.
음악학자들은

년 이후 등장하는 패르트의 후기 양식에 대해서 ‘성

스러운 미니멀리즘’(

)10), 신중세주의(

)11)

등으로 설명한다.12) 이 꼬리표들은 반복적 요소를 비롯하여 음향적으로 중
세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는 그러한 경향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9) Lewis Owens, “Arvo Pärt: Miserere: Miserere And Minimalism”, Spike Magazine,
June 1, 2000. <http://www.spikemagazine.com/0600arvopart.php>. [2017년 6월
2일 접속].
10) “Holy minimalism”이라는 용어는 여러 음악학자들이 언급하였고, 그로브사전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영적 미니멀리즘’, ‘성스러운 미니멀리즘’, ‘신성한 미니멀리즘’
과 같이 여러 번역이 통용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작곡가들로는 패르트를 비롯
하여 구레츠키(H. Górecki, 1933-2010), 태브너(J. Tavener, 1944-2013), 칸젤리(G.
Kancheli, 1935-) 등을 꼽는다. <http://en.wikipedia.org/wiki/Holy_minimalism>.
[2017년 11월 10일 접속]; keith Potter, “Minimalism”,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2nd ed. (2001), 16: 716.
11) ‘신중세주의’(Neo-medievalism)라는 말은 불(H. N. Bull, 1932-1985)이『국제사회론』
(anarchical society, 1977)이라는 책에서 사용하면서 알려진 용어로, 주권국가 시스템
으로서 세계 시스템을 대신하는 세계화로 인해 개별국가들의 주권이 점점 더 침식당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정치학 용어이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은 그의『미학에세이』에서 이 용어
를 문화의 영역에 도입하여 설명하는데, 그 예로 중세의 문헌학적 연구가 돋보이는『장
미의 이름』(1980)의 저자인 움베르토 에코(U. Eco, 1932-2016)를 들었다. 또한 대중문
화의 영역에서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와 같은 영화와 컴퓨터 게임
에 등장하는 중세적 상상력에 대해서도 이 용어를 접목시켰다. 음악학자들은 중세를 떠
올리게 하는 패르트의 음악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종종 ‘신중세적 작곡가’(neo-medieval
composer)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Nigel Wheale, The Postmodern Arts, An
introductory reader, London: Routledge, 1995. 54.; Hillier, 92. 등에서 발견된다.
12) Helga de la Motte-Haber. Geschichte der Musik im 20. Jahrhundert: 1975-2000,
(Laaber-Verlag, 2000.); Paul Griffiths, Modern music and after,(USA:Oxford University Press, 1995.); Lovisa, R. Fabian, minimal-music entwicklung Komponisten
Werke,(Darmstadt: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6.); R. Oehlschlägel, Wandlungen der Avantgarde,(Laaber Verlag, 2000.) 등의 책에서 패르트의 음악에 대해 다
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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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작곡가 본인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 미니멀리즘 작곡가라는 평
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으며, 많은 선행연구들이 패르트의 후기 양
식에 대해 ‘신중세주의’라는 해석을 붙이면서도 정작 그의 음악에서 나타나
는 중세음악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러시아정교음악의 영향을 찾는 연구도 마찬가지로, 이는 작곡가 자신이
미학적인 면을 제외하고 스스로 러시아정교음악에서 받은 영향은 거의 없다
고 빈번하게 밝혀온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의도했든 그
렇지 않든 패르트의 음악에서 음향적으로 러시아 종교음악의 특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실체적인 연구 및 작품 안에 내포하고 있는 러시아
정교와 관련이 있는 고요함, 묵상 및 신비주의 등의 사상과 전통에 천착하
여 이해하는 학술적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패르트의 후기 양식과 러시아정교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이미 시작되
어 패르트 작품의 탁월한 연주로 알려진 지휘자 힐리어(
의 책 『아르보 패르트』
(

13)에서

)14)과 ‘부정신학’(

)는 자신

러시아정교의 신학사상인 ‘헤시카즘’
,

15)

13) 폴 힐리어(Paul Hillier,1949-)는 영국 출신의 지휘자로, 1974년에 고음악(early music)
을 전문으로 하는 힐리어드 앙상블(Hilliard Ensemble)을 결성하여 중세 및 르네상스의
성악 작품을 연주해 왔으며 패르트의 작품을 음반으로 만드는데 다수 작업했다. 1997년
옥스퍼드 작곡가연구시리즈인 Arvo Pärt 가 그의 집필로 출판되었다. Paul Hillier,
Arvo Pärt, Oxford Studies of Compos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14) 이 용어는 ‘침묵’, ‘정적’, ‘평온’이란 뜻의 그리스어 hysyciha 에서 파생된 것으로, 헤시
카즘이란 러시아 수도원의 성장을 가져온 중요한 요인이었다. 헤시카스트(hesychast )들
은 철저한 고행과 기도를 통해 타볼산에서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변모할 당시 제자들의
눈에 비쳤던 천상의 빛을 볼 수 있다고 믿었다. 이를 위해 헤시카스트는 속세의 혼잡함
을 피해 내적, 외적인 정적 속에 잠심하고, 영, 혼, 육이 하나로 통일되는 마음으로 기도
를 바치고, 모든 생각을 공허하게 하며 모든 덕을 몸에 익히는 것이다. 석영중, 55-57.
15) 정교의 신학적 전통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부정신학’으로, 동방교회에서
는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서술하는 것을 방자한 행위로 여기고 신자의 영적 체험을 하나
님을 알아가는 인식론적 원리로 가르쳐왔다. 하나님은 너무도 위대하고 높은 존재이므로
인간의 그 어떤 언어도 모든 존재들 위의 존재인 창조주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덕
형, 『비잔티움, 빛의 모자이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0. 324-330; 부정신학자들은
‘하나님은 ~가 아니시다’로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규정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교회용어사전: 교리 및 신앙』, 생명의 말씀사, 2013. “부정
신학”,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77411&cid=50762&category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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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개념을 통해 패르트의 음악과 정교의 사상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였
다.16) 또한 러시아정교의 신학교수인 부테네프(
책 『아르보 패르트. 침묵으로부터』(

)는 자신의
에

서 패르트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말씀(

, 성육신 된 예수)의 개념을

자신의 음악에 깊이 투영시켰다고 주장했다.17)
본 논문은 이들의 선행된 연구에서 더 나아가 패르트의 후기 양식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전통적 종교음악으로부터의 영향, 틴티나불리, 그리고 기
독교적 주제의 예술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음악적 상징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본다. 이제껏 국내외에서 패르트의 후기 양식에 대한 연구는 종종
있어왔지만 틴티나불리의 분석조차 그 원리의 부족한 이해로 인해 이 기법
의 구성 요소인 두 성부18)를 각각 살펴보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19) 본 연
51366>. [2017년 9월 23일 접속].
16) Paul Hillier, 1-23.
17) Peter, C. Bouteneff, Arvo Pärt. Out of Silence, St Vladimir's Seminary Press,
2015. 70-74.
18) 선율을 담당하는 성부와 이것을 장식하는 3화음의 음들로 구성된 성부이다. 이에 대하
여는 Ⅲ장 3절 틴티나불리 기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9) 아르보 패르트의 후기 양식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단행본으로 힐러어와 부테네프
의 연구 외에도 Leopold Brauneiss의 Arvo Pärdi tintinnabuli-stiil:arhetüübid ja
geomeetria, eds. Toomas Siitan et al., (Arvo Pärt Centre, 2017.); Paul Griffith
와 Wolfgang Sandner의 Arvo Pärt. Tabula rasa, (ECM in collaboration with
Universal Edition, 2010.)등이 있고, 학위논문으로는 Q. O. Dobbs의 “Holy Minimalism:
A performance and guide to the solo organ works of Arvo Pärt”(D,M.A. diss.,
Arizona State University, 2000.); D. Pinkerton의 “Minimalism, The Gothic style,
and Tintinabulation in selected works of Arvo Pärt”(University of Duquesne
(D.M.A.diss., University of Duquesne, 1996.); M. E. J. Vuorinen의 “Arvo Pärt's
Serial and Tintinnabuli Works: A Continuum of Precess”(D.M.A.diss., University
of Toronto, 2014); M. Bostonia의 “Musical, Cultural, and Performance Structures
in the Organ Works of Arvo Pärt”(University of Westvirginia D.M.A.diss., 2009.);
K. A. Cargile의 “An Analytical conductor's guide to the SATB A Cappella works
of Arvo Pärt”(D.M.A.diss., The University of Southern Misisippi, 2008.); T. R.
Holm의 “Analysis and Comparison of Three Major Vocal/Instrumental works
of Arvo Pärt: Passio, Miserere, and Litany”(D.M.A.dis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98.); C. M. Whiteman의 “Passio, The Iconography of Arvo
Pärt”(Ph.D,diss.,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1997) 등 다수의 연구가 있으나,
대부분 지휘자를 비롯한 연주해석을 위주로 한 논문 또는 힐리어의 책에서 제공하는 정
보에 의한 개괄적인 내용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에서는 후기양식의 초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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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틴티나불리가 ‘종의 울림’(

)에서 착안되었다

는 점을 주목하여 수직적으로 나타나는 그 음향적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이
제껏 미비하였던 틴티나불리의 분석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관점, 즉 패르트
가 목표로 삼은 ‘말씀’의 음악적 형상화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제
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패르트의 후기 양식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의 개괄적
인 고찰을 토대로 그의 작품 <수난곡>을 분석한다.
<수난곡>은 서방세계로 이주하고 난 후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얻은 패
르트가 틴티나불리에 의해 작곡한 대규모 성악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후
기 양식 초반의 기악작품에서 실험하였던 틴티나불리 양식이 확립되었으며,
더 나아가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해 세부적으로 설정된 음악적 매개변수들
이 틴티나불리와 결합하여 그의 후기 양식이 지니는 양식적  미학적 특징을
총망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패르트는 <수난곡>을 작곡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
로 한 ‘말씀’의 음악적 형상화를 목적으로 삼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에
대한 요한복음의 신학적 해석과 기독교적 상징들을 작품 안에서 다층적으로
내재시킴으로써 청중에게 전달되는 그 음악적 감동과 함께 이 장르의 대표
작 중 하나로 주목받는 작품을 남기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수난곡>의 분석을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룬다. 첫째, 그
의 후기 양식을 대표하는 틴티나불리의 체계 안에서의 내적 구조를 분석하
고 이를 텍스트와 연계하여 ‘말씀’의 음악적 형상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
현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러시아정교로부터의 영향과 그 사상을 바
탕으로 하여 요한복음의 신학적 메시지를 구현하는 음악적 상징들을 고찰한
악작품(<타블라 라사>, <프라트레스>와 같은)의 틴티나불리 기법에 의한 분석을 위주로
한 석사 논문이 몇 편 있을 뿐이다. 또한 수많은 학술논문들은 그의 후기 양식에 대하여
미니멀리즘의 시각에서 다루는 것이 대다수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 특징을 러시아정교
와의 연계성에서 찾아본다. 또한 개괄적인 내용의 한계성을 극복하여 패르트의 후기 양
식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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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이러한 <수난곡>의 분석을 통하여 패르트의 후기 양식이 가지는
특징들을 미학적 입장에서 다루면서 이제껏 기법적 단순함으로 인해 그 명
성에 비해 다소 가치폄하 되었던 패르트의 후기 양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패르트의 작품세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Ⅱ장에서는

년대 에스토니

아에서 태어난 패르트가 처했던 시대적 상황과 소비에트 체재 아래에서 예
술가로서 겪어야했던 현실, 러시아정교로 개종한 이후 그의 사상에 미친 종
교적 영향을 비롯한 전반적인 정치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배경을 살
펴본다. 이는 패르트의 음악세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근본적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각 시기의 주요작품들과 음악적 경향을 통해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하기에 앞서 쌓아온 그의 작곡가로서의 경력을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1976년 이후 작품에 나타나는 양식적 변화와 음악적 특징
을 다루고자 한다. 중세음악과 러시아정교음악의 전통적 종교음악에서 받은
영향, 틴티나불리 기법의 탄생배경과 원리, 그리고 기독교신앙이 반영된 음
악적 상징을 고찰하여 작품분석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 신학의 메시지를 자신의 작품에 투영시킨 대표적인 작곡가 메시앙과
구바이둘리나와의 비교를 통해 그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상징성을
함께 고찰한다.
Ⅳ장에서는 앞장에서 다루었던 음악적 특징들을 토대로 패르트의 <수난
곡>을 분석할 것이다. 먼저 장르로서의 수난곡의 기원과 유래, 대표작들을
살펴보며 패르트의 <수난곡>이 전통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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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해 본다. 그리고 <수난곡>의 편성, 텍스트, 구성 및 세부적인 음악적 설정
을 살펴본 후에, 세부분석에 들어가서 틴티나불리 체계에서의 <수난곡>의
내적 구조를 분석한다. 작품의 특성상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거하여 등장인
물들의 각 역할별로 설정된 틴티나불리 기법, 리듬, 텍스처의 측면에서 분
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패르트가 텍스트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 각 단어와
문장들의 강세를 구분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설정을 하였다는 점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둔다. 내적 구조를 분석한 후에는 <수난곡>에서 나타나는 요한
복음의 신학적 해석에 의한 음악적 상징과 그 구현방법을 고찰한다.
Ⅴ장에서는 이러한 <수난곡>의 분석을 토대로 그의 후기 양식에 나타나
는 패르트의 음악미학을 고찰한다. 이는 종교적인 성향이 두드러진 패르트
음악의 특성상 그로 인해 생성된 가치관 및 사상적 측면이 어떻게 음악작품
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해 줄 것이다.
Ⅵ장의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과 및 패르트의 후기 양식을 바라보는 필
자의 작곡가로서의 이해와 의견을 제시한다.

9

Ⅱ. 패르트의 생애와 시기별 작품 경향 20)

1. 패르트의 생애
아르보 패르트는
(

년

월

일 에스토니아(

)의 파이드

)에서 태어났다. 러시아의 동쪽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에스토니아는
년부터 약

있으며,

년 간 제정 러시아의 영토로 복속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년에 이르러 다시 독⋅소 불가침조약에 의해 소비에트의 열

여섯 번째 공화국으로 편입되었다.21) 이후 에스토니아에서는 스탈린 시대의
소비에트식 사회주의 체제가 정착되었고, 압제적인 지배는 이후 소비에트의
갑작스런 붕괴가 일어날 때까지

년간 지속되었다.22) 뿐만 아니라 1930년

대의 세계적인 경제공황과 제 차 세계대전의 발발 등 패르트는 궁핍하고
험난한 환경에서 부모의 이혼 등을 겪으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
패르트는
러(

,

년 탈린 음악원(

)에 입학하여 엘

)라는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학생들에게 서구

에서 유래한 현대적인 아이디어와 기법을 탐구하도록 장려했다.

년 스

탈린이 사망한 이후 소련의 예술 규제는 어느 정도 해제되었고 당시 에스토
니아에서는 베베른(
노노(

), 불레즈(

),

)와 같은 작곡가들의 몇몇 작품들을 불법 테이프

20) 패르트의 생애와 시기별 작품경향은 그로브 음악사전과 Paul Hillier의 책 Arvo Pärt,
인터넷 홈페이지 “Arvo Pärt Centre”를 참고하였다. Paul D. Hillier, “Arvo Pärt”,
in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2017년
3월 24일 접속].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
music/20964>; Paul D. Hillier, Arvo Pärt USA: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인터넷 홈페이지 “아르보 패르트 센터”, <http://www.arvopart.ee/en/arvo-part-2/
biography/long>, [2018년 2월 24일 접속].
21) 이상금 외 , 『발트3국의 역사 문화 언어』, 산지니, 2011. 81-86.
22) 이상금 외 ,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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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정도였다.

년 봄 탈린음악원을 졸업한 후 패르

트는 계속해서 다양하고 풍부한 작품 활동을 펼치는데, 그의 작품들은 소비
에트 연방 뿐 아니라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위성국가와 가끔은 서유럽에서
도 연주가 되었다. 그러나

년에 발표한<사도신경>으로 패르트의 음악

인생은 중요한 전환의 계기를 맞게 된다.
당시 소비에트는 모든 종교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사도신
경>의 초연은 작품 제목과 기독교 신앙 사이의 연관성으로 인해 스캔들을
만들었다. 이후 패르트의 <사도신경>을 연주하는 것은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소련 전역에서 금지되었다. 이 사건 후 패르트는

년에서

년 사이

스스로 ‘침묵의 시간’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패르트는 <교향곡 제
번>(

)과 실용적인 영화음악들을 작곡했지만, 예술가로서의 억압과 경제

적인 궁핍을 겪으며 침묵의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의한 어려움을 겪은 동시대의 작곡가는 비단 패
르트 뿐은 아니었다. 구바이둘리나, 슈니트케(
구레츠키(

) 등은 모두

트의 체재 아래에서 성장했고,

,

),

년대에 태어나 소비에

년대에 걸쳐 서구에서 유입된 실험

적인 음악을 받아들여 ‘러시아 아방가르드’(

)

를 대표하는 작곡가들로서 활동하였다.23) 이들의 실험적인 음악은 대부분
정부와 마찰을 빚었고, 당에 대한 칭송과 반서구적인 표제음악 등의 사회주
의적 리얼리즘에 입각한 음악을 작곡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며 이에 어긋
날 경우에는 패르트의 경우에서와 같이 심한 제재를 받아야 했다.24)
23) Michael Kurtz, Sofia Gubaidulina, A Biography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7), Introduction.
24) 엄격한 제재와 반종교정책의 체재 속에서도 작곡가들은 창작의 자유를 갈망하며 종교의 영
역을 탐구하기 시작하였고, 그들 예술작품의 영감과 원천으로 종교적 사고를 차용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공통적으로 20세기 서구 문화 예술을 지배하던 모더니즘의 진보적 미학관에 반
기를 들며 음악적인 단순함, 과거의 양식이나 음악을 차용, 제한된 음악적 재료의 사용 등으
로 20세기 후반의 새로운 경향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이 되었다. Michael Kurtz,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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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르트의 삶에 있어 이 침묵의 시기는 또 다른 면에서 주목해야 하는
데, 그는 이 시기에 러시아정교로 개종하게 된다. 더불어 그가 오랫동안 고
질적으로 앓아왔던 질병이 치유되고 부인 노라를 만나 결혼한다. 이렇듯 다
사다난했던 침묵의 시간은 그에게 자기성찰과 비움의 훈련을 치르게 하였고
러시아정교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미학적인 입장은 이후 후기 양식의 특성을
결정짓게 하는 중요한 근원이 된다.
년에 패르트는 예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조국을
떠날 결심을 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갔는데, 그곳에서 유니버셜 에디션
(

)25)의 대표를 만나게 되어 그의 도움으로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획득한다. 다음 해인

년에는 독일 학술교류처(
)로부터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베를린으

로 이주해 활동하다가 독일시민권을 가지게 된다.
베를린에 정착한 후 패르트의 음악은 큰 인기를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년대 서구세계의 음악적 변화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년대에 이르러서는 그 이전과 구별되는 뚜렷한 음악적 변화가 있었는
데, 아방가르드적 경향을 신봉하던 많은 작곡가들이 전통적이거나 조성음악
으로 복귀하는 ‘신조성’, ‘신낭만주의’ 등의 추세로 전환하거나 청중과의 소
통에 큰 비중을 두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패르트의 후기
양식이 이러한 시대에 편승해서 나타난 결과로 보는 시각은 적절하다 보기
어렵다. 그는 ‘침묵의 시기’를 거치는 동안 종교적으로 자기성찰과 함께 신
앙과 음악을 하나로 연결하였다.26)
년에는 패르트 음악의 탁월한 연주를 들려주는 지휘자 힐리어의
『아르보 패르트』가 옥스퍼드 작곡가연구(

)

25) 유니버설 에디션은 클래식음악 출판사로, 1901년 비엔나에서 설립되었으며, 현대음악의
가장 중요한 출판사 중 하나로 성장했다. 패르트의 모든 작품은 이 출판사를 통해 출판되
고 있다.
26)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Ⅴ장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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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로 출판되어 패르트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현재까
지 패르트의 모든 작품은 오스트리아의 유니버셜 에디션에서 출판하고 있으
며 독일의

음반사에서는 그의 작품 중 대부분을 녹음했는데, 패르트의

음악이 비평과 상업성의 양쪽에서 성공한데에는
수 있다. 패르트는

년 시드니대학을 비롯하여

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고 그 중에서도
부르크대학(

의 공로가 크다고 볼
년 옥스퍼드대학으
년에는 독일 프라이
)의 신학부(

)로부터 명예박사를 받은 것은 작곡가로서 이례적인 일이다.
수상경력도 매우 많고 화려한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르모니아 문디(
을,

)음반사가 수여하는 최고의 합창음반상

년에는 덴마크의 레오니 소닝(

(
스마(

)을 받았다.

)으로부터 음반상

년에는 에스토니아 북서쪽에 위치한 라울라

)에 ‘아르보 패르트 센터’(

고, 패르트는 베를린에서

년에 프랑스

)가 설립되었

년 이상을 보낸 후 고국인 에스토니아로 돌아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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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기별 작품 경향
패르트의 작품 활동 시기는 그 양식적 변화에 따라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27) 그것은 각각 음렬음악과 콜라주28)의 시기, 침묵의 시기 그리고 이
후 틴티나불리 기법에 의한 후기 양식의 시기이다. 이 장에서는 그의 음악
적 경험과 변화의 과정을 살펴봄으로 그의 후기 양식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
을 연구해 본다.

(1) 음렬주의와 콜라주 시기(1958~1968)

패르트 음악의 첫 번째 시기는 소비에트 체제 하에서 작곡활동을 하던
년에서

년까지로 신고전주의(

)양식으로부터

음

기법과 콜라주 등을 시도했던 아방가르드로 향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29)
당시 소비에트는 슬라브의 민족주의적 성격의 예술을 장려하는 반면 실험적
인 서유럽의 예술사조는 타락한 문화로 간주하며 배척하던 분위기였다.30)
이러한 시기에 패르트는

음 기법에 의한 작품 <추도사>(

)

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에스토니아 작곡가의 작품 중 최초로 12음
기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 작품은 뛰어난 작곡능력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지
만 여러모로 정부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31) 정치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27) 패르트 음악의 시기 구분은 힐리어의 책『아르보 패르트』의 내용을 따른 것으로, 힐리
어는 패르트의 음악적 변화의 과정을 <사도신경>(Credo, 1968)의 발표와 그 이후, 그리
고 틴티나불리 기법에 의한 <알리나를 위하여>(1976)에 의한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28) 콜라주(collage)는 ‘붙이다’라는 뜻으로, 이미 존재하는 음악이나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 또는 기계음 등을 재료로 하여 새로운 것을 만드는 기법이다.
29) 인터넷 홈페이지 아르보 패르트 센터, <http://www.arvopart.ee/en/arvo-part-2/
biography/long>. [2017년 3월 2일 접속].
30) Kimmo Kääriäinen, Religious in Russia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Lewiston, Queenston, Lampeter: Edwin Mellen Press, 1998. 45.
31) Boris Schwarz, Music and Musical Life in Soviet Russia 1917-81,
(Bloomington, Ind., 1983),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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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르트는 이후 몇 년간 음렬주의에 의한 표현적이고 추상적인 실험주의 음
악을 시도한다. 그러나 패르트는 이내 스스로 음렬주의에 회의를 느끼고 콜
라주 기법으로 작품의 성격을 전환한다. 이 경향의 작품으로

년에 작

곡된 아카펠라를 위한 <솔페지오>는 상행하는 다장조 음계의 연속적인 사
용이 특징적인 작품이다. 다장조 음계의 각 음은 성부를 바꿔가며

분음표

간격으로 등장하는데, 이 작품은 단순성을 특징으로 하는 그의 후기 스타일
을 예견해준다.
콜라주 시기의 마지막 작품으로 패르트는

년에 피아노, 합창, 관현

악을 위한 <사도신경>을 작곡한다. 이 작품에서도 패르트는 바흐(
의 작품을 인용하는데, <평균율 피아노 곡집 1권

,
> 중

장조의 프렐류드를 사용한다. <사도신경>은 패르트가 종교적 텍스트를 사
용한 최초의 작품으로, 그는 이 작품의 음악적 재료에 바흐의 전주곡을 인
용하는 것과 함께
s

s

s

s

도권을 기준으로 한
s

음렬을 사용한다(

). 그는 이 작품에서 음렬주의와 콜라주작곡을 병치함

으로 음악적 재료의 통합을 입증했다. 콜라주 시기의 작품들은 무조성, 다
조성,

음 기법, 점묘주의, 우연성 등의 경향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이 시기

의 작업들은 모더니즘의 음악계에서 패르트의 명성에 영향을 주었다.

(2) 침묵의 시기(1968~1976)32)

<사도신경>은 초연 때부터 관객들에게 수없이 앵콜 요청을 받을 정도로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지만, 엄격히 무신론적인 체제에 대한 철저한 도발로
간주되어 소련 내에서

년 동안 작품의 공연은 물론이고 심지어 언급되는

32) ‘침묵의 시기’라는 구분은 힐리어의 책을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이 시기는 ‘침묵’과 ‘묵
상’을 중요시하는 러시아정교로의 개종과 함께 이러한 사상들이 그의 후기 양식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침묵의 시기’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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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금지되었다. 이로 인해 패르트는 이후로 거의 작곡을 하지 않고
‘침묵의 시기’에 들어간다. 이 시기 동안 그는 침묵 속에 처음
나서 <교향곡

년간

년을 보내고

번>을 쓴 뒤 그의 주요 작품 목록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용

적인 스무 편 남짓의 영화음악을 작곡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완
전히 새로운 작곡 스타일의 탄생의 밑바탕이 되고 작곡가의 삶을 변화시켰
을 뿐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생각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패르트의 ‘음악적
시기’로 간주된다. 또한 이 무렵 패르트는 모든 음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
여 조 중심을 피하는

음렬의 방법은 별 의미가 없으며 심지어 해가 된다

고 여기게 되었다. 그는 “음들 사이에서 살균 된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의
살아있는 느낌을 죽였다.”33)라고 음렬주의를 비판하였다.
패르트의 ‘침묵’은 정치적 압박과 모더니즘에 대한 환멸과 회의에서 기
인한 요인 외에도 그의 신앙의 측면에서 또한 이해되어야 한다. 그는 심오
한 기도생활과 성장하는 영적 삶을 통해 기독교적 텍스트와 예술을 내면화
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동안 패르트는 ‘침묵’과 ‘묵상’을 중요시하는 러시아
정교의 자기성찰과 함께 그레고리오 성가의 매력을 발견했고 중세 및 르네
상스의 음악을 탐구했다. 이후 그는 틴티나불리 기법을 통해 중세와 르네상
스의 특성 및 러시아정교음악의 특성 등을 작품에서 통합하게 된다.

(3) 틴티나불리 기법에 의한 후기 양식의 시기(1976~현재 )

그레고리오 성가와 초기 다성음악을 탐구하면서 패르트가 핵심적으로
집중한 것은 소수의 음만으로 이루어진 선율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것
과 러시아정교로의 개종과 함께 관심을 가지게 된 종소리를 음향화 시킴으
33) Martin Elste, “An Interview
(March/April 1994): 340.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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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vo

Pärt,”

Fanfare

vol.11,

no.4

로써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침묵을 끝낸 패르트는
‘틴티나불리’34) 시스템을 고안하였고 이를 도입한 일련의 작품들을 내놓기
시작한다. 그는
두

년에 일곱 곡을 담은 작품집을 내놓는데,35) 이들은 모

년에 작곡된 것으로 이 곡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틴티나불리 스

타일로 인해 패르트는 이 기법을 세상에 알리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그는 여전히 당국의 감시를 받으며 공연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
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담은 작품의 제목을 위장하여 발표하기도 했는
데 예를 들어, <모두스>(

)로 알려진 작품은 나중에 <사라는 아흔 살

이었다>(

)로 수정된다.

틴티나불리 기법에 의한 초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알리나를 위하
여>(

,

), <벤자민 브리튼을 위한 추모곡>(
), <타불라 라사>(

레스>(

), <숨마>(

,

), <프라트

), <미사 실라비카>(

) 등이다.
패르트는 서방 세계로 이주한

년대 이후의 작품들에서 좀 더 종교

적인 텍스트를 사용하면서 기악음악보다는 <수난곡>을 비롯하여 <스타바트
마테르>
(

,

), <테 데움>(

, <트리오디온>(

, <마니피카트>
등과 같은 합창 및 소

규모 성악 앙상블을 위한 작품을 많이 작곡했다.
그의 후기 작품들은 제목에서부터 종교적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틴
티나불리 양식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이 있다.

년

대에 들어서 패르트는 정교의 전통적인 전례문들을 더욱 자주 사용하기 시
34) 틴티나불리에 대하여는 Ⅲ장 2절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35) 1번 <칼릭스>(Calix), 2번 <모두스>(Modus), 3번 <트리비엄>(Trivium), 4번 <알리
나를 위하여>(Für Alina), 5번 <바흐가 꿀벌을 키운다면...>(Wenn Bach Bienen
gezüchtet hätte...), 6번 <파리 인터발로>(Pari Intervallo), 7번 <인 스페>(In Spe)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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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는데, <트리사기온>(
포카야넨>(

,

), <리타니>(

,

), <카논

) 등이 이에 해당한다. 패르트의 작품

은 종교적 텍스트와 함께 음악적으로 슬라브와 서양 전통의 흔적을 지니고
구속 받은 인간의 인내와 경건의 성격을 드러낸다.
오늘날 그의 음악은 동시대의 어느 작곡가들보다 자주 연주되고 청중
에게 친숙하게 다가간다. 그의 작품 안에는 틴티나불리에 의한 엄격한 시스
템이 있고 그의 신앙에서 기인한 자신만의 작곡가로서의 철학이 집중되어
있다. 다음 Ⅲ장에서는 전통적 종교음악의 영향을 비롯한 틴티나불리의 원
리와 음악적 상징 등 그의 후기 작품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음악적 특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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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패르트의 후기 양식에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
이 장에서는

년 이후 작곡된 패르트의 후기 양식에서 나타나는 음

악적 특징을 다룬다.

절에서는 ‘전통적 종교음악의 영향’을 ‘중세음악’ 및

‘러시아정교음악’으로 구분하여 다룬다. 그러나 패르트의 후기 양식에서 두
음악으로부터의 영향은 어느 한편이 개별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양상들은 중세음악과 러시아정교음악으로
부터의 영향이 어우러져 텍스트를 음악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 말씀의
전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절에서는 그가 고안해낸 독자적인 ‘틴티나불리’의 형성과정과 원리, 그
리고 실제 작곡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작품을 분석
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다. 이 원리를 설명하는데 있어 사용되는 용어들
은 패르트와 직접적인 교류로 그의 작품에 대한 많은 연구와 연주를 한 힐
리어의 책 『아르보 패르트』에서 정의된 것을 사용한다.36) 본 연구에서는
특히,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제까지 선행연구에서 미비하였던 ‘종의 울림
의 변화’에 주목하여 틴티나불리 양식에서 구현되는 음악의 강세를 살펴본
다.
절에서는 르네상스로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기독교적 주제에 의한
작품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음악적 상징’을 논한다. 패르트의 후기 양식에서
나타나는 상징의 중요성과 그 역할을 고찰하기 위하여 기독교적 신학의 메
시지를 작품에 투영시킨 메시앙과 구바이둘리나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음악
적 상징을 함께 다룬다. 이러한 후기 양식의 전반적 특징에 대한 고찰은
<수난곡>의 분석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36) Hillier, Paul. Arvo Pärt. USA: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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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적 종교음악의 영향

1.1. 중세음악의 영향
패르트는 자신의 후기 양식이 침묵의 시기동안 탐구했던 서구 중세의
종교음악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해왔다.37) 그의 진술이 아니더라도
음향적으로 중세를 떠올리게 하는 그 음악적 분위기를 설명할 때 평론가나
음악학자들은 종종 ‘신중세주의’38)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중세의 성가를 인용하거나 교회선법의 사용, 또는 그 음악의 원리를 아
이디어 삼아 재해석, 변용하는 것을 작곡의 한 수단으로 사용한 예들은
세기의 작곡가들에게서 종종 찾을 수 있다. 메시앙의 경우는 그의 작품 <세
상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곡>(
에서 반복되는 음고패턴
소리듬(

,
)과 리듬패턴(

)을 통한 중세의 아이

)의 원리를 사용하였다. 또한 펜데레츠키는 <누가수난

곡>(

)에서 중세의 그레고리오 성가풍 선율과 오르

가눔 양식 등을 클러스터 기법과 결합하였고, 짐머만(
은 <병사들>(

에서 그레고리오 성가를

콜라주 기법으로 인용하였다.
이렇듯 작곡가들은 다양한 방식에 의해 중세음악의 원리나 요소들을 부
분적으로 차용하거나 극단적인 대립을 목적으로 병치시킴으로써 이를 작곡
의 기법으로 삼았다. 패르트의 경우 그가 중세와 르네상스의 음악적 탐구를
통해 획득한 가장 큰 수확은 무엇보다 텍스트를 다루는 방식에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그의 작품의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37) Elste, Martin.
1994.), 340.
38) 각주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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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틴어 강세(accentus)에 의한 음악 세팅

패르트는 그레고리오 성가로부터 많은 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선율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39) 그 결과로 틴티나불리에서의
선율성부가 탄생되었다.40) 무엇보다 패르트의 후기 양식에서 발견할 수 있
는 선율적 특성은 [악보

에서 보듯이 순차진행이 지배적이며 악구를 이루

는 음은 대개 적은 수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의 말을 뒷받침 해준다.
이는 음악을 구축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음악적 재료를 선택하되 정제된 미
를 추구하는 패르트의 미학관을 엿볼 수 있는 점이기도 하다.
[악보 1] 패르트, <마니피카트> 마디 1-4.

이렇듯 불필요한 장식 없이 순차진행의 선율에 의한 가사의 전달은 패
르트가 추구하는 러시아정교 사상의 ‘케노시스’, 즉 ‘자기비움’의 개념을 표
명하는 음악적 구현으로 볼 수 있다.41) 또한 [악보 1]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음악과 텍스트의 관계이다. 소프라노 은 드론의 역할이고, 소프라노 는
틴티나불리의 선율 성부이다. 소프라노 의 선율적 움직임과 두 성부에서 사
용된 리듬은 라틴어 가사의 음운론적 강세와 합일을 이룬다.
39) Paul Hillier, 87.
40) 틴티나불리에서는 선율을 담당하는 성부와 3화음을 담당하는 성부가 있다. 힐리어는 이
에 대해 각각 M-Voice, T-Voice로 명명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절 틴티나불
리 기법에서 설명한다.
41) 이에 대해서는 Ⅴ.<수난곡>에서 나타나는 패르트의 음악미학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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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어의 강세는 음의 높낮이에 의한 ‘고저 강세’(
음절의 길이에 의한 ‘장단 강세’(

)와

)의 두 종류가 있다.42)

이 두 종류의 강세는 독특한 운율을 형성하며 문장에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그 의미를 부각시킨다.43) 중세의 종교음악에서는 이러한 라틴어 텍스트의
운율이 지니는 각 단어의 음절 및 행, 연, 절의 음운론적, 의미론적 강세를
구분하여 작곡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악보 2] 작자미상, 그레고리오 성가 中 찬미가(Hymnus, 연대 미상)44)
이탤릭볼드체 : 음운론적 강세가 오는 음절

Re-rum,

De-us, fons

om-ni-um,

qui re-bus ac-tis om-ni-bus,

[악보

에서 보면, 각 단어마다 강세가 오는 음절은 다른 음절의 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음고를 가짐으로, 라틴어 강세의 운율을 반영한 선율임을 알
42) 라틴어 강세 규칙에서는 음절 전체의 장단을 기준으로 강세를 구분한다. 이에 대해 편
의상 단모음, 장모음으로 구분하는데, 라틴어 운문의 핵심적인 형식은 압운(rhyme)과 보
격 운율이다. ‘고저 강세’에서 음이 높은 음절은 ’/’, 낮은 음절은 ‘_’로 표기하며, 장단
강세에서 길이가 긴 음절은 ‘-’로 길이가 짧은 음절은 ‘▘로
’
표기한다. 이 두 강세는 서
로 관련이 있어서 고저 강세는 끝에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음절 위에 올 수 있고, ‘끝
에서 두 번째 음절’(Pen-ultima syllaba)이 길면 그곳에 고저 강세가 오고 짧으면 바로
그 앞 음절에 고저 강세가 온다. 신호철, “라틴어 본문이 지니는 운율과 그레고리오 성
가”, 『사목정보』, 4(4), 2011. 97.
43) 라틴어에서 고저 강세에 의한 것은 리트머스(rhythmus)라 하고, 장단 강세에 의한 것
을 메트리카(metrica)라고 한다. 메트리카(metrica)에서는 음절의 장단으로 인해 강세가
떨어지는 것을 익투스(ictus)라 하며 익투스가 있는 음절을 아르시스(arsis)라 하고 나머
지 익투스가 없는 음절들을 테시스(thesis)라고 한다. 신호철, Ibid.
44) 신호철,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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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패르트가 후기 양식의 작품에서 사용하는 대부분
의 언어가 라틴어라는 점을 주목해보면, 그가 라틴어 강세를 다루는 방법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악보

]은 [악보

의 두 성부에 사용된 텍스

트 강세를 각각 분리하여 표시한 것이다.
[악보 3] 패르트, <마니피카트> 마디 1-4의 텍스트 강세
이탤릭볼드체 : 음운론적 강세가 오는 음절

gni

a

me

Do

,

장단에 의한 리듬적 강세

음고에 의한 선율적 강세

[악보
라빅(

에서 보면, 패르트는 한 단어마다 마디를 설정하였고 단어를 실
) 세팅에 의해 음절 단위로 다루어 라틴어 강세의 율격을 살

린다. 패르트는 가사에 음을 붙일 때 한 음절 대 한 음의 실라빅 세팅을 선
호한다. 르네상스 이후 합창음악에서 실라빅 세팅은 가사를 붙이는 방식에
있어 가장 흔한 방법이 되었지만, 어느 작품이든 대개 실라빅, 네우마틱
(

), 멜리스마틱(

)의 방식이 다양하게 혼용되어 그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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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효과를 살리는 반면, 패르트의 후기 양식에서는 작품 전체가 대개 실라
빅 세팅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악보

에서 보듯이 <마니피카트>에서는 강세가 있는 음절에 긴 음가

를 지정하여 라틴어 운율의 장단 강세를 살린다. 긴 음가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은데, 점 분음표와 온음표 등으로 예측할 수 없이 배치되어 음악적으로
긴장감을 갖게 한다.
긴 음가를 붙이는 것은 악구의 마지막 음절에서도 발생하는데 악구의
종결을 위해 긴 음가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마니피카트>
에서는 다음 악구로 가기 전 겹세로줄에 의한 쉼을 가짐으로써 공명의 효과
를 갖는다. 이러한 쉼은 음악이 잠시 정지한 인상을 주면서 고요한 침묵 가
운데 패르트 후기 양식의 특성을 드러나게 한다.
[악보

]는 패르트가 라틴어 단어의 음절에 음운론적 강세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를 보여준다.

[악보 4] 패르트, <마니피카트> 마디 52-53.
이탤릭볼드체 : 음운론적 강세가 오는 음절

sper

per

에코(echo)효과에 의한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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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르트는 후기 양식에서 대체적으로 모든 성부가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
는 호모리듬(H

)에 의한 호모포니 텍스처를 선호한다.45) 이것은

그가 설정한 라틴어 텍스트의 음운론적 강세를 잘 들리게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 [악보

]에서와 같이 부분적으로 성부 간 시간차를 두는 예외적

인 경우가 있다.
[악보

에서 강세가 없는 음절은 소프라노와 알토 성부에서 동시에 부

르고, 강세가 있는 음절은 시간적 차이를 두어 마치 메아리처럼 들린다.
‘

흩뜨렸다)는 ‘

‘

’, ‘

’(거만한 자들을)는

’로 들리는 효과로 인해 음운론적 강세를 만드는 동시에

‘거만한 자들을 흩뜨렸다.’라는 가사의 의미를 살린다.
이와 같이 패르트는 중세의 종교음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라틴어 운율
과 음악과의 합일을 자신의 후기 양식에서 다양한 방식에 의해 실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리듬선법(

)

패르트의 후기 양식에서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는 리듬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패르트는 한 작품에서 복잡한 리듬을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패
턴을 반복하는데 이때 주로 중세의 리듬장치를 선호한다. 그 중 하나는 노
트르담악파의 레오냉과 페로탱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리듬선
법’46)이다.47)
45) 호모리듬에 의한 호모포니 텍스처는 러시아정교음악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2항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46) 오르가눔이 음정 대 음정으로 작곡되었을 때는 성부들 사이에 리듬적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으나 보다 발전된 다음적 오르가눔에서는 불명확한 리듬이
큰 장애가 되기 시작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부 사이의 리듬적 관계를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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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선법은 여섯 종류의 엄격한 정형으로 되어 있고, 선율마다 그 중
하나를 적용하여 반복하도록 한다. 리듬선법은 모두 삼박자로만 이루어져 있
는데, 이에 대해 로웰(
적 운율(
일체(

)은 “

세기 초까지 음악의 리듬은 전통적인 시

과 사회의 구조적 패턴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그 결과 삼위
)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종종 ‘중세의

영원한 삼박자’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48)라고 하였다. 즉,

이라는 숫자는

기독교 신학에서의 개념인 ‘삼위일체’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표 1]은 리듬선법의 체계를 알기 쉽게 표시한 것이다. 여섯 개의 리듬
선법은 각각 리듬의 단위가
- 단(브레비스,

(♩:♪), 또는

(♩.:♪)인 장(롱가,

)

)의 다른 조합을 포함한다.

[표 1] 리듬선법의 체계49)
Mode 1

Trochaic

장 -단 -장 -단

♩♪♩♪

Mode 2

Iambic

단 -장 -단 -장

♪♩♪♩

Mode 3

Dactylic

장 -단 -단

♩. ♪♩

Mode 4

Anapaestic

단 -장 -장

♪♩♩.

Mode 5

Spondaic

장 -장

♩. ♩.

Mode 6

Tribrachic

단 -단 -단

♪♪♪♪♪♪

히 규정할 기보체계가 필요했다. 박을미, “중세 다성음악의 발전사 -오르가눔부터 모테트
까지”, 서양고전학연구, 2004. Vol.22, 173.
47) 다성 음악의 본격적인 발전에 따라 정립된 이 리듬선법의 시스템은 1240년 경 가를란
디아(Johannes de Garlandia)가 저술한 음악이론서『리듬이 측량된 음악』(De Musica
mensurabili )에서 성문화(成文化)된 것이다. Edward H. Roesner. “Rhythmic
modes.” in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grove/music/23337>,
[2017년 7월 11일 접속].
48) Lewis Rowell, Thinking About Music,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3),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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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르트는 이러한 ‘삼위일체’의 의미로서 완전성을 내포하는 중세의 리듬
선법을 자신의 작품에서 리듬의 단위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 예로
<스타바트 마테르>(

)에서는 리듬선법에 의한 리듬패턴

을 동형 반복한다.50) 여기서 박

)의 기준은 가사의 음절수와 정해진 리

듬패턴이다. 즉, 특정한 리듬패턴에 가사를 붙여 노래하는 방식으로, 후주와
성악부분은

분음표를, 세 개의 간주에서는

분음표의 기준 박을 사용한다.

각 곡은 주요한 리듬패턴이 있는데, 각 시의 행은 점선으로 표시하여 나누
어지고 리듬패턴은 불규칙 변화를 포함한다. 이 곡에서 사용된 리듬패턴은
모두

박자 계통이며 그것은

(온음표 : 분음표)과

분음표 :온음표)

의 리듬패턴이다.

[악보 5] 패르트, <스타바트 마테르> 3절, 마디 128-131.
: 리듬선법 1(

[악보

]는 온음표와

너 두 성부에서

)이 사용된 예

분음표로 구성된 리듬패턴의 예로서, 알토와 테

의 온음표와

분음표가 번갈아 교대로 반복되어 연속적

49) Edward H. Roesner, Ibid.
50) 이 작품은 1985년에 소프라노, 알토, 테너의 3성부 합창과 현트리오(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위해 작곡되었고, 2008년에 소프라노, 알토, 테너의 3성부 합창과 현오케스트라
를 위한 것으로 재편성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현악부가 건반악기로 편곡된 악보를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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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난다. 이 리듬패턴은 중세 리듬선법

처럼 강- 약(l

의 강세를 가진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라틴어의 ‘고저 강세’와 ‘장단 강세’는 독특한 운율
을 형성하며 그 의미를 부각시키는데, 이러한 라틴어의 율격을 가장 잘 드
러내는 것이 바로 <스타바트 마테르>와 같은 찬미가이다. 찬미가의 형식적
특성은 한 절에 나타나는 메트리카 또는 리트머스의 운율이 그 다음 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므로 동일한 선율을 이어지는 절에서도 그대로 사용한다.
이렇듯 <스타바트 마테르>에서는 성악의 첫 시작에서만 예외를 두고 두
종류의 리듬선법(

의 선법 1과

의 선법

)을 작품 전체에서 사용하면

서 리듬적으로 통일성을 가진다. 리듬패턴은 유지되지만 이 곡에서는 가사
의 음절에 따라 변화하는 박자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
단 ’의 강세에 따라

박자를 생성하는 반면, ‘

은 경우에는 ‘장 - 단 - 장 - 단 ’이 되어

’와 ‘

는 ‘장 ’같

박자를 만든다. 그러나 이는 박절

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듯이 진행되는 리듬에 의해 단어의 강
세를 위주로 하는 가사의 전달에 초점을 맞춘다. 그가 가사를 다루는 방식
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텍스트 각 단어의 음운론적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
기 때문이다.
텍스트가 없는 작품에서도 중세의 리듬선법을 사용한 예는 발견할 수
있다. [악보

의 <벤자민 브리튼을 추모하는 칸투스> 현악부에서는 리듬선

법 의 패턴이 반복된다. 그러나 각 악기별로 리듬의 단위는 다르다. 가장
먼저 바이올린Ⅰ에서

분음표와

분음표로 구성된 장-단 리듬이 등장하고,

이 패턴이 다시 반복을 시작할 때 바이올린Ⅱ에서는 그 음가의 두 배 길이
인 온음표와

분음표의 리듬패턴이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다음은 비올라에

서 바이올린Ⅱ의 두 배로 음가가 길어진 리듬패턴을, 첼로와 더블베이스도
각각 두 배씩 길어진 리듬패턴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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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패르트, <벤자민 브리튼을 추모하는 칸투스> 中 마디 7-16.

[그림

]은 각 성부의 리듬패턴을 요약한 것이다.

[그림 1] 패르트, <벤자민 브리튼을 추모하는 칸투스> 현악부 리듬패턴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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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악부의 각 성부는 두 배씩 확대되는 리듬의 단위를 가짐으로 독립적
인 리듬패턴들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전개되는데, 이로 인해 지속적이면서도
다양한 리듬적 층위가 가능해진다. 패르트는 후기 양식의 초반부 즉, 종교
적 텍스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서방 세계로 이주하기 전까지는 주로
기악 음악을 작곡했다. 즉, 텍스트를 다루지 않는 <프라트레스>, <타불라
라사> 등에서도 좀 더 복잡한 리듬적 층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 작품
에서는 텍스트를 다루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3) 기보법
패르트의 작품에서 발견하는 중세음악의 영향은 기보법에서도 발견된
다. 그의 악보를 보면 간혹 박자기호가 없거나 음표의 기둥(

)을 없애는

등의 방식을 발견하게 되고 템포, 다이내믹, 아티큘레이션에 대한 지시가
세밀하지 않거나 이러한 지시들이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악보 7] 패르트, <미사 실라비카> 中 1. 키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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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 1-6.

[그림 2] <미사 실라비카>에 나온 기보법51)



[악보

]은

년에 작곡된 그의 작품 <미사 실라비카>의 첫 부분으

로 악보에는 템포, 다이내믹, 박자기호도 없고 음표의 기둥을 없애서 흡사
중세음악을 악보로 옮겨놓은 듯하다. 패르트는 악보의 하단에 [그림

와

같은 표시를 해두어 기둥이 없는 음가의 단위가 대략적으로 무엇인지 설명
한다. 이러한 패르트의 기보법에 대해 카질(

은 “시각적으로

중세의 미적 감각을 지니고 연주자가 실제 음보다 텍스트의 강세에 대해
생각하도록 이끌어 텍스트의 발음을 더욱 잘 하게 만든다.”52)라고 하였다.
카질의 말은 패르트의 기보법이 작품에서 음악 그 자체보다 텍스트의 중요
성으로 치우친 경향임을 시사한다. 즉, 패르트가 하단에 현대적 기보에 의
한 표시를 한 것은 연주자에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음가로 연주하라는 의미
보다는, [그림

]에서와 같이 텍스트에 의해

분음표를

분음표 두 개 또

는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상대적 음가 관계의 해석으로 연주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림 3] [악보 7]의 음가 해석

51) Arvo Pärt, <Missa Syllabica>, (Universal Edition, 1980.), 1.
52) Kimberly Anne Cargile, “An Analytical Conductor's Guide to the SATB a
Cappella Works of Arvo Pärt”, PhD.diss.,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20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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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러시아정교음악의 영향
패르트의 음악에서 러시아정교음악의 특징을 찾는 연구는 이제껏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곡가 자신이 그의 음악에서 미학적인 면을 제외한 실
제 음악에서의 내용은 서구 중세음악의 탐구에 의한 결과라고 하였으며, 스
스로 러시아정교음악에서 받은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혀 왔기 때문이다.5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악을 듣다 보면 러시아 작곡가들의 종교적 합창
음악에서 들을 수 있는 음향적인 특징과 분위기를 감지하게 된다. 물론 패
르트는 러시아인이 아니기에 단지 러시아정교 신자라는 사실만으로 그의 음
악에서 이러한 특징을 찾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다.54) 그러나 패르트의
음악에서 러시아 종교음악의 특성을 들을 수 있고 러시아정교의 사상이 그
의 후기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할
만하다. 이를 위해 러시아정교음악의 계보와 그 특질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로부터 패르트의 후기 양식에 끼친 영향을 고찰한다.

(1)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러시아정교음악

서기

년에 비잔티움으로부터 동방정교를 들여와 자국의 국교로 삼은

러시아정교는 천 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러시아 민족의 정
53) Jamie McCarthy, “An Interview with Arvo Pärt.”, The Musical Times 130
(March 1989), 63-64.; Martin Elste, “An Interview with Arvo Pärt.”, Fanfare
11 (April 1988), 337-341.; Geoff Smith, "An Interview with Arvo Pärt; Sources
of Invention.", The Musical Times, Vol. 140, No. 1868(Autumn, 1999), 19-22.
등의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다.
54) 패르트는 교회슬라브어에 의한 <2개의 슬라브풍 시편가>(Zwei slawische Psalmen,
1984), <카논 포카야넨>, <트리사기온>, <트리오디언>(Triodion, 1998), <라멘타
테>(Lamentate, 2002) 등의 작품에서 러시아정교의 전통적인 기도문을 텍스트로 선택하
여 작곡하였으며, 특히 교회슬라브어로 작곡된 작품에서는 러시아정교 음악의 특수한 성
격이 반영되었다고 스스로 말한바 있다. CD liner notes, Kanon Pokajanen (ECM
1654/55, 1998.)

32

신을 지배하는 요소가 되어 다양한 형태의 문화로 성장하였다.55) 비잔티움 제
국에서 초월적 존재란 ‘아름다움’이고, 이 아름다움은 이성적 추론보다는 직관
이나 예술적 사고, 감각적 지식에 의한 것이었다.56)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제국 사이의 절충주의로 탄생한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적
유산은 정교(

)의 형태로 중세의 러시아에 전달되어 비잔티움의 원

형은 오늘날 그리스에서보다도 러시아의 사상, 문학, 회화, 음악 등의 상징적
인 형식 속에 내재한다고 볼 수 있다.57)
러시아정교의 전례에는 독창, 대규모 성가대의 합창, 회중찬송 등이 포함
되고, 말씀은 전례의 성격과 텍스트의 내용에 따라 그에 적절한 음악과 함께
제시된다. 전례음악은 예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정교에서는 모든 음악
이 무반주이다.58) 정교가 악기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전례가 기도와 복
음의 낭송, 강론 모두 ‘말씀’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
은 그 의미를 흐리게 할 소지가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음악은 여러 가
지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어느 정도까지는 언어성을 가지며 표현될
수 있으나 ‘말씀’ 그 자체에 담긴 무한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결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55) 석영중, 『러시아 정교 역사  신학 예술』,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4), 7.
56) 허버트 리드는 이러한 비잔티움 예술에 대해 “기독교가 경험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종교
예술”이라고 정의하였다. 허버트 리드, 박용숙 역, 『藝術의 意味』(서울: 문예출판사.
1998), 132.
57) 러시아인들은 노래와 시와 이콘(동방교회에서 발달한 예배용 화상(畫像).)과 교회를 창조
함으로써 신과 만날 수 있다고 믿었고,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는 아름다움이란 무가치한 것
으로 여겼다. 이덕형, 『비잔티움, 빛의 모자이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 8-9.;
무신론을 표방하던 소비에트 시대에도 정교의 신앙은 민족성의 일부로 남아 러시아인들의
정서 속에서 그 역할을 발휘하였고, 소비에트 체제의 해체 이후에는 새로운 이념적 가치의
필요성에 따라 민족주의와 결부되어 정교 근본주의, 신유라시아주의(Neo-Eurasianism,
1920년대에 백계 러시아인의 사이에 유행한 민족주의적 사상 흐름.) 등 다양한 패러다임
의 성향을 보였다. 정세진,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러시아정교 이념의 패러다임”, 『슬라브학
보』, Vol.23(3), 2008. 355.
58) 초대 교부들은 이교도들이 악기로 자기들의 우상을 찬미하는 것에 반해 그리스도인들은
인위적인 악기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고귀한 악기, 즉 인간의 음성으로
써 신의 영광을 찬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영중, 25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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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르트는 여러 인터뷰에서 종종 “말씀은 내 음악을 만든다.”(
.)59)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의 작곡방식에 대

한 함축적인 설명으로 해석되는데, 즉 그의 작곡에서 ‘말씀’은 음악의 모든
요소들을 결정짓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정교에서는
음악이 곧 ‘말씀’ 그 자체에 담긴 무한한 뜻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 인
식되기 때문이다. 앞서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패르트 후기 양식의 전적인
변화는 러시아정교로의 개종과 함께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양식적 변화는 러시아정교 사상을 근거로 한 텍스트를 다루는 방식에서 기
인하였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의 후기양식에서 발견되는 러시아정교의
전례음악의 특질을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2) 실라빅(

)60) 세팅에 의한 호모포니 텍스처

서구 중세음악이 오르가눔 양식 이후 다성음악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온 것과 달리

세기 후반까지 러시아정교의 전례음악은 단성가 또는 오

르가눔과 유사한

성부 및

성부의 다성음악 뿐이었다.61) 전례 의식에서 찬

송을 중시하던 비잔티움 교회의 콘타키온(

), 카논62), 찬미가들은

59) Bouteneff, Out of Silence, 72.
60) ‘syllabic'은 본래 문학에서 자모를 음절 단위로 조합하여 적는 표기 방식을 말하는 것
으로, ‘음절적’ 또는 ‘단음절적’으로 번역이 된다. 이 용어를 가사가 있는 음악에 적용하
여 한 음 : 한 음절을 이르는 말로 사용하지만, 음악에서 이 용어의 번역은 ‘음절적’, ‘단
음적’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적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본 논문에서는 한글 표기
어인 ‘실라빅’을 사용하기로 한다.
61) 러시아정교 음악은 기본적으로 비잔티움 음악을 계승했으며, 성가의 명칭이나 음악 용
어들도 거의 대부분 그리스어에서 빌려 왔다. 석영중, 256-257.
62) 콘타키온은 동방교회 전례에서 사용하는 여러 절로 된 찬미가이다. 성 로마노스의 콘타
키아 찬미가집이 6~7세기에 인기가 있었으나 8세기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찬미가로 바뀌
어 카논(Canon)이라고 불렀다.『가톨릭에 관한 모든 것』,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7.
검색어 “Kontakion”,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65174&cid=
50762&categoryId=51340>, [2017년 12월 3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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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크리소스토무스(

)63)가 말한 것처럼 합창 시

에도 “마치 하나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동일한 소리를 내는” 것에 초점
을 맞추어 가사의 내용과 의미를 회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제나 실
라빅 세팅을 사용하였다.64)
이러한 비잔티움 성가의 특징은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교대로 진행되는
응답식으로,65) 이러한 특징들은 고스란히 러시아정교에 전해져서 ‘선율의 시
대’(

)라고 알려진

세기 중반까지, 모든

성가를 선창자와 회중이 교대로 독창 또는 제창으로 불렀다.66) 이는 신께
봉헌하는 소리의 일치를 구현하고자 했던 의도로 보인다.
[악보

]은 정교음악을 연구한 음악학자 해리

가 현대

적 기보법으로 재작업한 작자미상의 옛 전통 러시아정교의 성가이다. 텍스
트를 다루는 방식은 실라빅 세팅이 지배적이며 제창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불러야 하는 특성상 선율의 움직임은 반복음과 순차진행이 대부분이다. 해
리는 악보 아래 상세한 연주해석을 덧붙였는데, 이는 음악적 효과보다는 정
교가 추구하는 가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63) 4세기의 대표적인 그리스 교부(敎父). 37대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c.347- 407). 설
교가 명쾌하고 호소력이 있어 ‘황금의 입’이란 뜻의 ‘크리소스토무스’로 불렸다. 동로마
황제 아르카디우스에 의해 박해를 받고 유배를 당해 죽었으나 로마 가톨릭과 동방교회,
성공회 모두에서 성인으로 추대하였으며, 축일은 각각 9월 13일과 11월 13일이다. 성 요
한 크리소스톰의 전례는 러시아 정교회에서 일요일 아침 축일을 포함하는 전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형식이었다. 많은 러시아 작곡가들이 성 크리소스톰의 기도문으로 작
곡하였다.
64) Constantine Cavarnos, Byzantine Chant (Belmont: Institute for Byzantine and
Modern Greek Studies, 1998). 25-28.
65) 이덕형, 244-245.
66) 석영중, 25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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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현대적 기보법에 의한 러시아정교 전통성가67)

단성성가 중심의 러시아정교음악은

세기의 종교분열로 인해 전환기를

마련해 주었고, 이후 서구적 영향에 의한 다성음악은

세기 중반 서구에서

명성을 얻은 차이코프스키나 라흐마니노프와 같은 작곡가들에 의해 슬라브
적인 정서와 러시아 민속음악의 서정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한 화성의 작품으
로 러시아정교음악의 수준을 예술작품으로 승격시켰다.68) 그러나

세기

67) 악보 출처 http://ecmr.fi
68) 17세기 중반 이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통해 서구의 문화가 유입되어 화성과 대위법
의 개념을 받아들였는데, 러시아정교에서 다성음악의 특징은 폴리포니에 의한 텍스처 보
다는 호모포니적인 것이었다. 이후 러시아정교음악은 19세기까지 독일과 이탈리아 등 서
구의 서정적이고 정감적인 음악의 영향으로 성장한다. 한편에서는 당시의 교회음악을 체
계화하고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던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서구에서 도입된 외래적인
요소에 러시아적인 선율과 정서를 접목시켜 독자적인 음악의 영역을 개척하려는 움직임
이 있었다. 서구에서 명성을 알리고 있던 차이코프스키(P. Tchaikovsky, 1840-1893)나
라흐마니노프(S. Rachmaninoff, 1873-1943)는 후자에 해당한다. 이들의 종교적 합창곡
은 러시아정교 음악의 전통적 성격을 지키는 훌륭한 전례음악이면서도 동시에 러시아 민
속음악의 요소와 서정적인 선율, 드라마틱한 화성의 예술 음악작품으로서 러시아 종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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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에 이르면 러시아정교의 전례음악은 옛 전통성가의 복원작업을 통해 단
성가가 지닌 본래의 특성, 즉 신께 봉헌하는 소리의 일치를 중요시하고 말
씀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을 다성음악에서 실현시키는 작업을 시작하
여 현재에 이른다(악보

[악보 9] 콜치나(

.

), <주님이시여, 내 영혼을 축복하소서>

(

1971) 마디 1-669)

악의 발전에 일대 전환기를 마련해주었다. 석영중, Ibid.
69) 악보 출처 http://www.roc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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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에서 나타나는 음악의 표면적인 특징을 꼽자면 낭송음과 같은

동일음의 반복, 순차진행이 지배적인 선율, 단조로운 화음, 리듬의 반복, 성
부의 중복, 실라빅 세팅으로 통일된 가사처리방식, 모든 성부의 호모리듬에
의한 호모포니 텍스처 등이다. 이러한 점들은

세기 이후 러시아정교의 전

례음악이 갖춘 보편적인 음악의 설정들로써, 러시아정교의 신학적 특징에 부
합하는 조건에서 기인한다. 러시아정교에서는 음악이 곧 ‘말씀’ 그 자체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패르트는 후기 양식의 성악곡에서 실라빅 세팅과
모든 성부가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는 ‘호모리듬’70)에 의한 호모포니 텍스처
를 선호한다. 호모포니 텍스처 역시 합창음악에서 가사전달을 위한 목적으
로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패르트의 합창음악에서는 독창
또는 제창을 제외하고는 모든 다성부에서 오직 호모포니 텍스처만을 고집한
다. 이는 앞서 설명된 러시아정교의 전례음악과 부합하는 것으로 패르트가
가사처리를 하는 방식은 러시아정교의 전통에서와 같이 음은 텍스트를 전달
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0) "Homorhythm" in The Oxford Companion to Music, Oxford Music Online, ed.
Alison Latham.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opr/
t114/e3313>, [2017년 10월 2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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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패르트, <마니피카트> 도입부

[악보

은 패르트가

년에 작곡한 <마니피카트>71)의 첫 부분이

다. 악보에서 눈에 띄는 점은 임의로 그려진 많은 점선들과 겹세로줄이다.
그러나 악보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텍스트의 각 문장을 완성한 후에 겹세로
71) 성경 누가복음 1장 44절-55절의 내용으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주님의 어머니로서
의 축하 인사를 받고 부르는 찬미가이다. 동방교회에서는 매일 아침기도에 이 노래를 부
르고, 가톨릭에서는 성무일도 저녁기도의 찬가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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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품전체를 살펴보면, 겹세로줄은 모두 스
무 개가 나오는데 이 중 텍스트를 구분하는 겹세로줄은 열 개, 나머지는 한
텍스트 악구 내에서 새로운 텍스처나 다이내믹이 도입될 때이다. 겹세로줄
이외에도 많은 점선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텍스트의 단어를 구분하는 목적
으로 사용되고 각 단어의 음절은 실라빅 세팅 처리되어 연주자들이 텍스트
만으로 프레이즈를 만들어 내는 것을 요구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 같이 실라빅 세팅은 패르트 후기 양식의 성악곡에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음악 장치 중 하나로 대부분 호모리듬에 의한 호모포니 텍스처와 결합
하는데, <카논 포카야넨>과 같이 슬라브어로 작곡된 작품에서는 이러한 특
징이 더욱 두드러진다(악보

[악보 11] 패르트, <카논 포카야넨> 中 송가(

[악보

) Ⅰ. 마디 1-4.

]에서와 같이 실라빅 세팅과 호모리듬에 의한 호모포니 텍스처

는 러시아정교음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점은 러
시아의 민족적인 강건한 특성을 뚜렷하게 드러낼 뿐 아니라 가사의 전달력
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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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론(

)

동방정교의 ‘비잔틴 성가’72)에서는 저음의 드론 위로 단성성가를 부르
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영향으로 러시아정교의 전례음악에서도 드론을 사용
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는데, 이것은 정교에서 종교적으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종소리의 배음 중 험톤(
부르동(

)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73)

)이라고도 부르는 드론은 사전에서 “지속적인 소리를

내는 소리, 또는 그러한 소리를 내고 음악의 한 부분이나 한 작품을 통해
유지하는 악기 또는 악기의 부분”74)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드론이란 악곡
구성과 관계없이 동일음으로 지속되는 성부로 다성음악에서의 지속저음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75) 드론의 효과는 다른 성부의 선율 움직임에 따라
수직적으로 음정의 미묘한 대조를 느낄 수 있으며 불협화음의 진행이라도
음향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패르트의 음악에서 드론은 흔히 발견되며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그는 드론을 한 성부뿐 아니라 옥타브나 완전
성부 또는

도 또는

도의 간격을 가진

성부로도 지속시키며, 베이스와 같은 저음에서만 배치하는 것

이 아니라 내성 또는 최상성에도 배치된다.
72) 비잔틴식 전례는 동방전례에서 대표적 전례양식 중 하나로 꼽히며, 본래 그리스어로 된
단성성가였다. 비잔틴제국은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함락과 더불어 멸망하고, 그 후 터
키 및 아랍권의 영향으로 이미 그 전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가도 제국의 멸망과 함께
없어진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리스정교회의 음악 전부를 비
잔틴성가로 지칭하고 있다. 현재 그리스정교에서는 드론(drone)풍의 성부를 곁들여 부르
고 있는 경우가 많다.『두산백과』, 검색어 “비잔틴 성가”, <http://terms.naver.com/
entry.nhn?docId=1165912&cid=40942&categoryId=33022>, [2018년 1월 17일 접속].
73) 험톤은 종소리의 배음에서 가장 낮은 음으로, 이에 관하여는 Ⅲ장 3.3. 틴티나불리 기법
의 원리에서 자세히 다룬다.
74) “Drone(i).” in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Anthony C. Baines.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
article/grove/music/08192>, [2017년 1월 21일 접속].
75) 본래는 백파이프의 지속저음에 사용하는 관을 가리켰으며, 이것은 유럽음악 이외 북아
프리카 · 서아시아 · 중앙아시아 · 인도 · 이슬람 등의 음악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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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드

]는 교회 슬라브어로 작곡된 패르트의 <카논 포카야넨>의 오

부분으로, 소프라노, 알토Ⅰ, 테너, 베이스Ⅰ에서 주선율을 제창하는

동안 알토 와 베이스

성부가 주선율과 인접한 음역의 D음에서 드론을

노래한다. 여기서 드론의 역할은 단선율로 인한 화성적 단조로움을 보완해
준다.
[악보 12] 패르트, <카논 포카야넨> 中 송가(

다음 [악보

) Ⅲ. 마디 159.

]의 드론은 알토 성부의 Ⅰ과 Ⅱ에서 완전

도 드론으로

지속되는데, 이때 선율을 담당하는 베이스는 하나의 선율이

개의 성부를

나타내는 복합선율(

)이며, D음에서 순차상행하는 선율

선과 지속하는 D음이 내재적으로 함께 배치된다. 이때 순차상행하는 선율
선에는 단어의 강세가 오는 음절이 해당되어 음고악센트를 만든다.
베이스에서 D음으로 지속되는 내재적인 드론과 알토Ⅰ과 Ⅱ의 C음과
G음에 의한 완전

도의 드론은 수직적으로 단 도의 간격을 두고 진행되어

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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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76)라는 예수의 대답을 음악적으로 긴장감 있게 만든
다. 이후 드론은 마디

에서부터 한 옥타브 위에서 소프라노로 더해져 텍

스트의 내용 전달을 음악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만든다. 이와 같이 패르트
가 작품에서 드론을 자주 사용하는 것에는 단순히 전통적 종교음악의 스타
일을 따르는 것에서 더 나아가 텍스트의 내용 전달을 위한 음향적 장치로도
역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13] 패르트, <옥합을 가진 여인> 마디 31-36.

76) 성경 마태복음 26장 10절, (개역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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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패르트의 후기 양식에 나타나는 전통적 교회음악의 영향을 살
펴보았다. 이로써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해보면,
첫째, 패르트는 텍스트가 있는 음악의 경우 가사를 대부분 실라빅 세팅
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음악의 프레이즈와 박절은 텍스트의 음절수와 강세에
의해 정해진다. 패르트는 텍스트에 음을 붙일 때, 전통적 종교음악에서와
같이 텍스트의 음운론적 전달을 우선으로 목적하기 때문이다.
둘째, 패르트는 중세의 리듬선법에서와 같이 대체적으로 한 곡에서 여
러 종류의 리듬을 사용하지 않고 극히 제한된 리듬형의 반복으로 곡 전체에
리듬적 통일성을 부여한다. 특히, 라틴어의 율격을 잘 드러내는 찬미가의
경우 한 절에 나타나는 메트리카 또는 리트머스의 운율이 그 다음 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형식이므로 이때 리듬선법을 주로 사용한다.
셋째, 패르트는 악구를 종결할 때 음가를 확대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종결을 위한 음가의 확대는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패르트는 이후 악구의 끝
마다 쉼의 마디를 설정하여 음의 공명을 지속하는 고유의 미학적 특징을 발
휘하도록 한다.
넷째, 패르트는 성악곡에서 대개 모든 성부가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는
호모리듬에 의한 호모포니 텍스처를 사용한다. 이는 러시아정교음악의 전통
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사의 전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든다.
이와 같이 패르트의 후기양식에서는 서양 중세음악과 러시아정교음악으
로부터의 영향들이 통합된 점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 모든 특징들은 텍스트
와 음악의 합일을 이루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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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틴티나불리(

) 기법

2.1. 틴티나불리 기법의 형성 배경
패르트는
어의

어원은

년부터 ‘틴티나불리’ 기법에 의한 작곡을 시작한다. 이 단
‘종소리’라는

뜻의

라틴어

복수

격형

‘틴티나불룸

(Tintinnabulum)’에서 온 것으로, 틴티나불리의 기본요소인 선율과

화음을

결합한 울림이 ‘종소리’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종을 치게 되면 첫
울림이 멎은 후에도 배음에 의해 여운이 남게 되는데 이런 효과에서 영감을
얻어 고안된 것이 틴티나불리이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정교에서의 종소리는 인간의 마음을 초월자에 대한
경건함과 갈망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성찬예배의 시작을 알리거나 행렬
에의 전례를 고무하기 위해 종을 치는데, 종을 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종
소리는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불린다.77)
장인 레오니드(

세기 러시아정교의 대수도원
)는 전례에서 사용되는

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종소리의 울림은 복음의 선포이며 우주
끝까지의 환희이며 마지막 날 천사의 나팔을 상기시켜 준다.”78) 이렇듯 러
시아정교에서 종은 전례에서 신성한 요소를 상징하고 성직자의 제복에 붙여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울린다. 따라서 ‘침묵의 시기’ 동안 러시아정교로 개
종한 패르트가 이러한 종소리에서 영감을 얻어 틴티나불리를 고안해 내었다
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틴티나불리 기법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러시아정교에서 사용하는
77)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일반적인 블라고베스뜨(blabovest), 축일의 십자가 행렬을
알리는 뜨레즈본(trezvon), 성대주간 및 여러 장엄한 의식 때 치는 빼레즈본(pereavon),
장례식 때 치는 구슬픈 빼레보르(perebor) 등이 있다. 석영중, 247.
78) William C. Brumfield and Milos M. Velimirovic, Christianity and the Arts in
Rus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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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과 그것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정교에서는 한 두 개로 치
는 서구유럽의 가톨릭 종과는 다르게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종을 동시에
사용한다. 러시아정교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종의 그룹은 한 개의 베이스
벨(
벨(

), 두 개의 알토벨(

), 그리고 한 개의 소프라노

) 등으로 구성된다.79) 종 안쪽에 클래퍼(

라고 불리는

방울이 달려있어 클래퍼 자체에 줄을 달아서 치는데, 줄이 여러 개이기 때
문에 일부는 발을 사용하여 이 모습은 한 명의 주자에 의한 타악기앙상블의
연주와도 같다.80)
보스토니아(M.

)는 패르트의 작품연구에서, “종소리는 종을 칠

때마다 배음에 의한 화음을 생성하며, 자연배음과 다르고 종의 모양과 재질
에 따라 배음도 달라진다.”라고 설명한다.81) 다음 [그림 4]에서는 현악기의
자연배음과 종의 배음을 비교해서 제시한다.

[그림 4] 현악기의 자연배음과 종의 배음82)

79) 이러한 종의 그룹을 ‘Zvon’이라 칭한다. 위키피디아, “Russian Orthodox Bell
Ringing”, <https://en.wikipedia.org/wiki/Russian_Orthodox_bell_ringing#Types_
of_ringing>, [2017년 12월 23일 접속].
80) 유투브(Youtube)에서 “Orthodox Bell”을 검색하면 러시아정교의 종을 연주하는 여러
영상을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zKgB1L1uK8>, [2017년
12월 28일 접속].
81) Bostonia, Musical, Cultural, and Performance Structures in the Organ Works
of Arvo Pärt, Ph.D.diss., West Virginia Univ., 2009. 30.
82) Bostonia,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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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종에서 강하게 울리는 배음은 프라임

), 험톤(

),

음(

),

음(

라 한다. 종이 강타될 때, 스트라이크톤(

) 및 공칭(

)이

)을 프라임 또는 기본음

이라고 한다. 이것은 가장 큰 다이내믹을 가지고 있지만 짧은 지속시간을 가
지며 가장 큰 볼륨 때문에 종을 칠 때 인식되는 첫 번째 음이다.83) 험톤은
프라임보다 약 1옥타브 낮은 음으로, 가장 긴 진동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적
은 볼륨을 가진다.84) 다음 상위 음은
다. 계속해서 위로

음이며, 기본음보다 약 단 도 위에 있

음 및 공칭은 기본음의

현악기에서 발생하는 자연배음의 첫
서 발생하는 배음의 첫

도와 옥타브 위에 있다.

화음은 장 화음인 반면, 종소리에

화음은 단 화음이다. 틴티나불리 성부에서 단 화음

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종소리의 배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틴티
나불리에 의한 작품의 각 부분은 종의 배음과 관련이 있고, 종소리의 험톤
은 드론과 같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드론은 종종 패르트 작품의 중심음으로
역할을 하며 자주 사용된다. [악보
로 나오는

]에서 보면, 저음에서

음 드론은 종소리 험톤의 효과와 유사하다.

[악보 14] 패르트, <알리나를 위하여> 마디 1-3.

83) Bostonia, Ibid.
84) Bostonia,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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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타브 간격으

2.2. 틴티나불리 기법의 원리

(1) 틴티나불리 기법의 두 성부
틴티나불리 기법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순차적인 선율의 성부가

화음

의 성부와 함께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힐리어는 자신의 책에서 틴티나불리
에서의 선율을 담당하는 성부를 M-성부(
T-성부(

)로,

화음의 성부를

)로 정의하였다. 즉, 선율적으로 나타

나는 M-성부는 틴티나불리성부를 이루는 T-성부의 주 화음(
혹은 중심음으로 순차진행된다.85) [그림

]는 M-성부와 T-성부가 서로 어

떻게 관련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그림 5] 틴티나불리 기법에서의 M-성부와 T-성부의 관계

◯ = M-성부

● = T-성부

(1) 상위(Superior) : T-성부가 M-성부의 상성에 위치하는 방법
(2) 하위(Inferior) : T-성부가 M-성부의 하성에 위치하는 방법
(3) 교차(Alternating) : M-성부 주변으로 T-성부가 상성 혹은
하성부에 교대로 배치하는 방법

85) Hillier,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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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에서 보면 T-성부는 M-성부의 상위(
(

) 또는 하위

)에 머물러 있거나 순차진행하는 M-성부의 상위 또는 하위에서

교차해서(

) 나타날 수 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M-성부와

T-성부의 관계에서는 동음을 중첩하지 않는다. 힐리어는 그의 책에서 M성부와 T-성부를 각각 ‘죄’와 ‘용서’로 기술하였다.86) 이에 대해 패르트는
부연하여 “M-성부가 주관적인 세계와 일상의 죄를 나타내는 반면, T-성부
는 신의 용서를 의미한다.”87)라고 설명한 바와 같이 두 성부는 항상 함께
진행되지만, 두 성부의 상징적 속성이 다른 만큼 틴티나불리에서는 성부 간
음들은 일치될 수 없다는 규칙이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두
성부의 관계에 대하여 힐리어는 틴티나불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틴티나불리는 ‘종의 울림’(the ringing of bells)을 말한다. 종의 좋
은 울림을 듣게 되면, 배음의 흩어지는 풍부한 잔향들, 낮은 음들의
반복이 묘한 음높이의 물결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아마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틴티나불리의] 두 성부는 [수직적으로] 협화적이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선율적인 움직임에 의해 ‘종의 울림의 변
화’(ringing the changes)가 생긴다.”88)

패르트의 연주와 녹음을 다수 작업했던 힐리어의 이와 같은 언급은 틴
티나불리의 두 성부를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단서를 제시한다. 러시아
정교의 종소리에서 영감을 얻어 고안된 틴티나불리에서는 두 성부가 결합되
어 울리는 ‘화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제까지 틴
티나불리 양식의 작품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미비하였
다. 본고에서는 <수난곡>의 분석을 통해 틴티나불리에서의 화음의 변화에
86) Hillier, Ibid,
87) Ibid.
8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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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음향적 효과와 패르트가 작곡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살펴
본다. 특히, ‘말씀’과 음악의 합일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주목하여 <수난곡>
의 텍스트와 틴티나불리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2) 틴티나불리 기법의 성부 간 위치(Position)

[그림 6] 위치(position)에 따른 M-성부와 T-성부의 관계

◯ = M-성부

[그림

● = T-성부

에서처럼 T-성부는 M-성부와 사이의 거리에 의해 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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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위치 중 하나를 따라야 한다. 이때 T-성부의 음이 M-성부와 가까
운 위치에서 움직이는 것을 제 1위치(
위치에서 움직이는 것을 제

위치(

)라 하고, 상대적으로 먼
)라고 한다.

(3) 틴티나불리 기법의 M-성부 선법(mode)

틴티나불리의 M-성부에는 네 가지 유형의 선법(

)이 있다. M-성부가

T-성부 음에서 순차 상행하면 이를 제 선법이라고 부른다. 제 선법은 제1선법
과는 반대로 T-성부 음에서 순차 하행한다. 제 선법은 M-성부가 T-성부 음을
향해 순차 하행하고 M-성부가 T-성부 음을 향해 순차 상행할 때 제4선법이
된다. 다음 [그림 ]은 M-성부의 네 가지 선법 유형의 모델이다.

[그림 7] 틴티나불리 기법에서의 M-성부 네 가지 모드

[그림

]을 보면 M-성부의 선율은 항상 순차진행이고, 이는 T-성부의

구성음으로부터 시작하거나 종결한다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T-성부
가

단 화음인 경우, M-성부는 그 구성음인

음 중 하나에서 시작

하거나 종결음이 되어 순차상행하거나 하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앞서 두
성부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때 M-성부와 T-성부는 동일음으로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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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M-성부가
는

음으로 시작할 경우 T-성부는

또

음이 되는 것이다. 패르트가 이와 같은 규칙들을 설정한 것은 종소리를

음향화 시키는 동시에 두 성부의 상징성인 ‘죄’와 ‘용서’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된다.

(4) 틴티나불리 기법을 적용한 예

틴티나불리 기법이 사용된 최초의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알리나를
위하여>이다.89) 이 작품에서 패르트는 틴티나불리의 초기스타일을 보여주는
데, M-성부와 T-성부는 교차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악보

]는 도입부로,

저음에서는 드론을 지속하고 오른손은 M-성부를 왼손은 T-성부를 연주한
다.
[악보 15] 패르트, <알리나를 위하여> 마디 1-4의 틴티나불리 기법

89) Griffith, Modern music and after,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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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를 보면, 왼손의 T-성부는

도약진행, 오른손의 M-성부는
순차적으로 움직인다. 이 중 Cs과

개의 음들,
음은

s

단 화음의 구성음인
s

s

가 대부분

단 화음에 속하지 않는 음들로,

이 음들로 인해 순차진행이 이루어지고 수직적으로 장  단

도, 단 도, 완전

도 등 긴장도의 차이를 가진 음정이 생성됨으로써 상호 대립되는 음향적
속성을 가지게 된다. 이는 틴티나불리에서 다양한 형태의 수직적 화음이 생
성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8] 패르트, <알리나를 위하여> 마디 2-5에 나타난 틴티나불리 기법

[그림
(

]에서 보듯 T-성부는 두 번째 위치(

)의 하위

)에 있다. 패르트는 이 곡에 대해 “오른손 또는 왼손성부만 따로

연주 할 때는 단순하게 들리지만 두 성부를 함께 연주하면 소리가 복합적으
로 들린다.”라고 설명한다.90) 패르트의 말처럼 틴티나불리 양식의 작품에서
는 두 성부가 함께 연주할 때의 울림이 중요하다.

90) Arvo Pärt: 24 Preludes for a Fugue, DVD, directed by Dorian Supin (2002;
Paris, France: Idéale Audience International, 2005), track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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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패르트, <알리나를 위하여> 마디 1-3의 수직음정의 협화도

[악보
로 장 단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리나를 위하여>의 도입부는 수직적으
도의 불협화음정에서 장  단

도의 협화음정으로 진행되는 것 뿐

아니라, 음가에 있어서도 아고긱 악센트를 발생시킴으로 음악적 긴장도를
만들고 있어서 연주자는 이에 대해 세심한 강도의 차이를 두는 해석을 필요
로 할 것이다. 즉, 패르트 후기 양식의 악보는 매우 단순하며 다이내믹 및
아티큘레이션과 같은 기호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엄격하게 제한된 틴티나
불리 시스템 내에서 음악적 효과를 위한 설정이 다양한 방법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Ⅳ장에서는 이와 같은 틴티나불리 기법이 <수난
곡>에서 음악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패르트는
<알리나를 위하여> 이후 여러 작품의 실험을 거쳐 두 성부의 위치를 상위
또는 하위뿐 아니라 교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수난곡>에 이르러 그 기법적 특성을 확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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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악적 상징

‘음악적 상징’이란 문학이나 가사 등에 내재된 사상과 의미 및 개념 등
의 음악외적 요소를 선율, 화성, 리듬, 음색, 강약, 시각적 상징, 형식, 구조,
짜임새, 악기 선택과 같은 음악적 요소들에 도입시켜 표현하는 것이다. 이
러한 음악적 상징은 르네상스로부터 시작하여 바로크 시대에 완성되고 오늘
날까지 표현법에 있어 작곡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법이 되었다.91) 특히 기
독교적 주제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상징적 표현들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되는데, 그 근원에 대해 초대교회의 문화와 신학적 원리를 연결해 보고
자 한다.
‘상징’은 모호하며 감추어진 무엇인가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다른 어떤
것을 지시하는 증표(

) 또는 기호(

)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종

교에서는 초경험적인 실재나 대상을 둘러싼 체계이기 때문에 종교행위나 신
호, 의례가 풍부한 상징성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92)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인류의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보편적 진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함
께 나누어 마시는 공동체의 ‘성찬’을 통해 체험하였다.93) 이러한 ‘성찬’의
체험은 ‘세례의식’(

)을 통해 새로운 영적 탄생이라는 믿음과 함께

초대교회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었다. 그러나 실제
로 존재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신하는 빵과 포도주, 새로운 영
91) Michels, Ulrich. dtv-Atlas zur Musik Tafeln und Texte Band 2, Bärenreiter
Verlag, 1977. 305.
92) 그리스어 ‘symbolon ’은 라틴어로는 ‘credo ’로, 이 단어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기독
교의 신앙고백이 되었다.『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검색어: 상징, 신경, 199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29719&cid=50766&categoryId=
50794>, [2017년 11월 10일 접속].
93) 이덕형,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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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탄생을 대신하는 세례 등의 행위 등은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대상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호로서가 아니라 ‘상징’(

)의

기능이 작동하며 초월적 실재와 매개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94)
이러한 ‘상징’에 대해 종교학자 뒤프레는 “대상을 현존시키고 대신하는
이중적 의미로 표상(

)”95)된다고 하였다. 즉, 상징은 외형적

의미뿐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초월적 실재를 드러내고 암시하는 기능을 지
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상징의 ‘초월적 지향성’으로, 특히 종교예술의 영
역에서 이러한 상징을 사용하는 이유는 상징이 암시적이고 다의적이기 때문
에 한정적인 대상의 외관과 무한한 내용 사이의 긴장감을 부여하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내적 대립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의미의
전달 기능을 지니기 때문이다.96)
기독교의 진리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적 상징성의 양상은 패르트의 음
악에서도 발현된다. 무엇보다 패르트의 후기 양식을 대표하는 ‘틴티나불리’
는 러시아정교의 ‘종소리’에서 착상된 종교적 함의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즉, 이것은 음향적인 자원의 차원에서라기보다는 그의 러시아정교 신앙으로부
터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틴티나불리화(tintinabulation) 하는 것은 나의 인생, 나의 음악, 나
의 삶에서 대답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삶의 어두운 시간을
보내며 한 가지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
다. 복잡한 것들은 혼란만 주었고 그래서 나는 무언가 화합을 찾아야
만 했다. 이 한 가지는 감추어져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모두
사라지면 그것이 바로 틴티나불리와 같다. 나는 오직 한 음이라도 아
름답게 연주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의 음, 하
94) Ibid. 45-46.
95) L.K. 뒤프레, 권수경 역. 『종교에서의 상징과 신화』, 40. 이덕형, 47.에서 재인용.
96) 이덕형,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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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쉼표, 고요한 순간들이 나에게 위안을 준다. 나는 적은 소재, 한
성부 또는 두 성부 같이 아주 적은 요소로만 작곡하고, 3화음과 확실
한 조성에서 강한 음악적 구축을 한다. 3화음의 3개의 울림들이 종소
리 같이 울리고 나는 그것을 ‘틴티나불리’라고 부른다.”97)

앞서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패르트는 힐리어의 책을 통해 M-성부가 주

관적인 세계와 일상의 죄를 나타내는 반면, T-성부는 신의 용서를 의미한다
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M-성부가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마치
‘육체와 영혼’, ‘지상과 천국’과 같이 T-성부는 항상 M-성부에 단단히 고정
되어 있다고 했다(악보

).

[악보 17] 패르트, <스타바트 마테르> 마디 113-116.

[악보

]에서와 같이 패르트의 틴티나불리 기법은 T-성부와 M-성부가

결합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패르트는 M-성부와 T-성부를 하나의 성부
로 간주하여 이를 “1+1=1” 이라고 설명하였다.98)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론’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삼위일체’란 성부 하나님은 한
97) Paul Hillier, Arvo Pärt, 87.
9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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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시지만 성자 예수와 성령 없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본질과 속성은 각
각이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의 존재라는 신학적 개념
이다. 틴티나불리 양식으로 작곡을 시작한 첫 해인

년 패르트는 프로그램

노트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각 악구는 스스로 숨을 쉰다. 내면의 고통과
그 고통의 위안은 서로 떼래야 뗄 수 없게 연결되어 있을 때 호흡을 일으킨
다.”99) 두 성부가 지니는 각각의 특질은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화음에서 토대가 된 온음계에서 음악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앞서 고찰하였듯이 패르트의 후기 양식에서는 무엇보다 ‘말씀과 음악의 합
일’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러시아정교의 종교적 함의를 지닌 종소리를 상징화
한 틴티나불리 기법은 그 도구로 사용된다. 또한 악구의 끝에 오는 쉼의 마디
는 패르트의 음악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항상 등장한다. 침묵은 러시아정교에서
거룩하고 신성한 ‘케노시스’의 개념으로, 패르트는 이를 쉼의 마디를 통해 상징
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적 상징체계들을 음악 안에서 적용하고자 했던 것은 패르
트만이 아니다. 메시앙은 음악이 신앙의 진리를 표현할 뿐 아니라 다른 예
술에 비해 가장 ‘비물질적’(

)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의 표현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다고 말했다.100) 메시앙에게 있어 음악은 기독교의 진리
를 표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가 그 이전의 종교음악 작
곡가들과 구별되는 점을 꼽으라면 무엇보다 자신의 기독교적 신앙을 기반으
로 성경에서 가져온 주제들을 ‘가사가 없는 기악음악’으로 표현해 내었다는
점에 있다. 메시앙의 종교적 기악작품은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시간
의 흐름을 따라 서술되는 극적인 표현이 아닌 순간의 ‘표상’에 집중한다.101)
99) Program notes Arvo Pärt Centre, published in Russian and in English
translation in Music and Literature I (Fall 2012). 20-21.
100) Messiaen, Olivier. Music and color-Conversations with Claude Samuel,
trans. by E. Thomas Glasow, (Portland : Amadeus Press), 1994. 27.
101) Anthony Pople, “Messiaen's Musical Language: an Introduction”, The
Messiaen Companion, (London: Faber & Faber), 199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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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의 종교적 주제의 음악은 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
경에 기록된 신의 이미지들을 포착하는 것이다. 따라서 메시앙의 음악은 전
통적인 형식의 구조에 의해 작품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음악
적 소재를 가진 단위들이 연결되어 이루어지게 된다.102)
메시앙은 작품에서 기독교적 진리를 상징하는 음악적 순환주제를 설정
하여 악곡에 유기적인 통일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작품의 상징적
메시지에 집중하게 되는 효과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그의 작품 <아기 예
수를 향한 스무 개의 명상>(

)의

서문에는 ‘하나님의 주제’, ‘별과 십자가의 주제’, ‘화음주제’ 등의 순환주제
가 명시되어 있다. 이 중 ‘하나님의 주제’(

)는 하나님의 형

상을 구현하는 주제로, 제 1곡 ‘성부 하나님’, 제 곡 ‘성자 하나님’, 제 곡
‘창조주 하나님’, 제

곡 ‘성령 하나님’ 등으로 하나님의 여러 속성에 대한

상징성을 가진다. [악보

]은 제 1곡 ‘성부 하나님의 명상’(

)의 첫 부분으로, 하나님의 주제가 셋잇단음표의 잔향과 함께 제시된다.

[악보 18] 메시앙, <아기 예수를 향한 스무 개의 명상> 중,
Ⅰ. 성부 하나님의 명상(

, 마디 1.

102) Johnson, Robert Sherlaw, Messiae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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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주제를 통한 상징성 뿐 아니라 이전부터 기독교적 종교음악 작품에
서 작곡가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숫자의 상징은 메시앙의 작품에서 자주 사
용되었다. 그의 음악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새소리’의 묘사들도 메시앙은
상징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하늘의 기쁨’에 의한 ‘신성한 사랑’(
)으로의 귀결이라고 설명하였다.103)
구바이둘리나 역시 자신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다양한 방법의 음악적 상
징들과 결합하여 표현한 작곡가 중 한 사람이다. 그녀는 독실한 러시아정교
신자로써 “나의 모든 작품은 종교적이다”104)라고 말할 만큼 구바이둘리나에
게 있어 음악과 종교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105) 그녀는 확고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분법적 대립의 관계로 해석하여
작품제목을 비롯하여106) 숫자의 상징, 십자가의 형상화, 영적인 세계를 묘
사하는 음향, 악기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징성을 표현
하였다. 특히 그녀는 ‘직관과 이성의 조화’라는 자신의 음악관을 반영하는
숫자상징과 음고중심기법의 사용 등에 의한 방법으로 기독교적 상징을 작품
에서 표현하였는데, 그녀는 숫자에 대하여 “종교적인 의미가 깃들어 있는
신비스러운 개념”으로 인식하였다.107) 예를 들어, <명상록>(
103) 메시앙의 악보에는 연주자에게 그 음악적 표현을 위해 요구하는 다양한 설명들이 적혀
있다. Claude Samuel, Olivier Messiaen:Music and color-Conversations with
Claude Samuel, Hal Leonard Corporation; Not Indicated edition, 2003. 37.
104) Vera Lukomsky, “The Eucharist in My Fantasy: Interview with Sofia
Gubaidulina,” Tempo, 2006.(Oct. 1998), 31.
105) 소비에트 시대 말기에는 종교의 부활이 대두되었고 많은 예술가들과 작가들은 그들의
작품 안에서 종교적인 상징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솔제니친도 그의 많은 소설에서
기독교적 캐릭터를 만들었고 소비에트 수용소에서 지내던 시절 러시아정교로 개종한 경
험을 반영하고 있다.
106) 구바이둘리나의 상반된 이분법적 대립의 사고는 <빛과 어둠>(Hell und Dunkel,
1976), <기쁨과 슬픔의 정원>(Garden of Joy and Sorrow, 1980), <동의와 대립>(Pro
et Contra, 1989), <소망과 절망의 기만적인 얼굴>(The Deceitful face of Hope and
Despair, 2005) 등 그녀의 작품 제목에서부터 뚜렷이 드러난다.
107) 구바이둘리나는 작곡과정 자체가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하였으며, 숫자에
는 자연현상과 관련이 있는 신비스러움이 존재하고 숫자가 신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Caroline M. Askew, “Sources of
Inspiration in the Music of Sofia Gubaidulina: Compositional Aesthetic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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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바이둘리나는 바하의 코랄을 분석한 후에 자신의 작품에서 이를 재해석하
여 바하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바이둘리나 자신을 나타내는 숫자와 이
로부터 파생된 대칭 수열 및 황금분할 등을 사용한 악곡의 형식을 만드는
방식으로 숫자의 음악적 형상화를 시도하였다.108)

[그림 9] 구바이둘리나, <명상록>에서 사용된 대칭수열109)

[그림
의

]는 <명상록>에서 사용된 대칭수열로, 숫자

, 우의

여기에

는 순서를 바꾸면 동일한 숫자가 되는 대칭구조를 갖는다.

과 14를 더하면

흐(

를 중심축으로 좌

와

을 더하면

이 된다. 숫자

는 바

의 이름 중 알파벳 순서에 숫자를 대입하였을 때 에 해당하

는 숫자이다. 이러한 숫자의 상징은 음악의 여러 요소에 적용되는데, [악보
]에서 보면 더블베이스에서
개의 어택(

분 음표를 기준으로 한

개의 박(

)과

)에 의해 코랄 선율이 연주된다.

Procedures,” (Ph.D.diss., University of Huddersfield, 2002), 416.
108) 독일 알파벳 문자는 24개로 각각 숫자와 짝을 맺을 수 있다. 구바이둘리나는 이 숫자
대입을 통하여 작품의 대칭적 구조를 만들었는데, J. S. Bach 이름의 첫 번째 이니셜 문
자 J는 숫자 9이다. B는 2, A는 1, C는 3, H는 8, 이를 모두 더하면 14가 된다. 숫자
23은 J. Bach, 32는 S. Bach, 41은 J. S. Bach에 의한 즉, 모두 ‘Bach’ 이름의 다른
형태를 나타내는 숫자들이다. 또한 숫자 73은 ‘Death of Christ'를 의미하는 숫자로, 이
러한 숫자들은 바흐의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상징적 표현의 도구로써, 구바이둘리나
는 복잡한 계산 과정을 통해 도출한 숫자의 음악적 형상화를 시도하였다.
109) Vera Lukomsky, “Sofia Gubaidulina: My Desire Is Always to Rebel, to swim
against the stream!”, Perspective of New Music 36(1), 199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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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구바이둘리나, <명상록> 중 마디 33-37.

또한 이 작품에서는 하프시코드와 현악 오중주가 각각 ‘빛과 어둠’, ‘영
혼과 육체의 싸움’ 등의 주제를 표현하는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
데, 이것은 그녀의 작품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악기를 통한 상징
(

)’의 개념이다. 이것은 개별 악기나 악기그룹 등

에 어떤 특성(

)을 부여하거나 특정인물을 그와 어울린다고 판단

되는 악기에 이입하여 작곡하는 방식을 말한다. 두 개의 비올라를 위한 더
블콘체르토 <두 개의 길>(

,

)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두 여

인,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인물의 특성을 두 개의 비올라 독주에 상징적으로
대입하였다. 즉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하지만 텍스트의 특성을 직접적
으로 묘사하기 보다는 악기의 의인화를 통해 그 의미를 전하고자 하는 방식
을 사용한 것이다.
이처럼 메시앙, 구바이둘리나, 그리고 패르트는 음악과 신앙을 깊이 연
관시켜 각자의 음악어법에 의해 종교적 상징과 함의를 지닌 연주회용 음악
을 작곡했다. [표

]는 이들의 음악적 상징의 방법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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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패르트, 메시앙, 구바이둘리나의 음악적 상징 비교
작곡가

음악적 상징의 방법
러시아정교의 종교적 상징인 ‘종소리’를 음향화한 ‘틴티나불리’

패르트

양식으로 상징화. 악구들 사이마다 쉼의 마디를 두어 러시아정
교의 ‘침묵을 통한 묵상’을 구현.
초월적 존재와 기독교신앙의 진리에 대한 신성한 이미지를 가사

메시앙

없는 기악작품으로 표상. 순환주제, 새소리, 숫자 상징 등에 의
한 방법으로 상징화.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분법적 대립으로 해석. 영적인 세계를 묘

구바이둘리나

사하는 음향, 십자가의 형상화, 숫자 상징, 악기의 의인화 등
의 방법으로 상징화.

패르트는 서방 세계로 이주한 후로는 주로 성경의 본문 또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적 텍스트를 가진 음악을 작곡해왔다.110) 전례용 음악이
아닌 예술작품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작품으로 형상화시킨 패르트는 자신에
게 영감을 주는 원천을 성경말씀에서 기반 하였기 때문에 신학적인 탐구에
몰두하였다.111) 또한 어떤 경우에서든지 작품을 위해 그 주제가 되는 성경
본문에 대한 신학적 탐구가 전제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신학적 탐구가 요한복음에 의한 패르트의 <수난곡>에서 어떻게 반
영되었는지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음악적 상징에 대하여 Ⅳ장에서 구체적으
로 살펴본다.
110) 후기 양식이 시작되는 1976년부터 서방 세계로 이주하기 전까지 패르트가 주로 기악
음악을 작곡한 것은 종교적인 텍스트로 인한 정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11) 패르트는 침묵의 시기동안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à Kempis, c.1380-1471)의 『그
리스도를 본받아』(Imitation of Christ)1),『필로칼리아』(Philokalia)와 같은 동서 기독교
고문서의 여러 선집을 읽기 시작하여 고대의 정교 신자들의 기도문과 20세기 아토스산
(Mount Athos)의 『실루아노스』(Silouan) 등을 읽었다. Bouteneff,C.Peter, Arvo Pärt
Out of Silence, St Vladimir's Seminary Press, 201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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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수난곡>(Passio,1982): 말씀(

)의 음악적 형상화

1. 작품 개관
년에 발표된 <알리나를 위하여>를 시작으로 패르트는 틴티나불리
기법에 의한 일련의 작품들을 내놓았다. 침묵의 시기를 끝내고 난 후 단 두
해만에 발표한 작품들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준 <타불라 라사>, <프라트
레스>, <숨마> 등을 포함한
르트는

편이나 되었다. 이후 서방 세계로 이주한 패

년에 라틴어 제목의 대규모 종교음악인 <수난곡>을 발표한

다.112) 라틴어

’는 그리스도의 수난을 뜻하는 단어로, 패르트는 제

목에서 작품의 장르가 ‘수난곡’임을 시사하고 부제를 통해 ‘요한수난곡’임을
밝히고 있다.
이 작품은 독일 바바리안 라디오(
었고

년

월

)의 위촉으로 작곡되

일 뮌헨의 성 루카스교회에서 켐버(

)의 지

휘와 바이에른 라디오합창단에 의해 초연되었다.113) 이 장에서는 우선 장르
로서의 수난곡을 살펴보고, 패르트의 <수난곡>에서 사용된 편성, 텍스트, 구
성 및 음악적 설정들이 전통적인 수난곡들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본다.

1.1. 장르로서의 수난곡
‘수난곡’이란 그리스도 수난의 줄거리를 다룬 종교음악으로 그 기원은 4

112) Paul D. Hillier, “Arvo Pärt”, in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
article/grove/music/20964>, [2016년 3월 24일 접속].
113) Universal Edition 홈페이지 <http://www.universaledition.com/composers-andworks/Arvo-Paert/composer/534/work/4091>, [2017년 7월 17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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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부터 시작되는데, 신약성서의 어느 복음서에 의거하는가에 따라 <마태
수난곡>, <마가수난곡>, <누가수난곡>, <요한수난곡> 등으로 불린다.114) 본
래는 초대교회에서 부활제 전의 한 주인 성 주간(
불리는 단성의 전례음악이었는데,

)에 교회에서

세기 이후부터 다성음악의 발달과 함께

뛰어난 예술음악으로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교회보다 연주회에서 프로그램으
로 채택되어 연주되는 일이 더 많다.115)
장르로서의 수난곡은 그 내용에 있어 기독교신학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
할을 하는 주제로, 작곡가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관점을 작품 안에 상징적으
로 담았고 때로는 그들이 처한 시대의 유행과 관습을 거스르며 개성적인 수
난곡을 작곡해왔다. 예를 들어,

세기의 수난곡 대본들은 성서 이외의 종

교적 시를 새로 만들어 쓰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지만 쉿츠의 수난곡들은
성경본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116) 이는 성경의 내용을 가능한 그대로 전하
려 하는 쉿츠의 종교적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곡가의 종교적 견해를 반영한 수난곡의 또 다른 예는 바흐에게서도
발견된다.117) 음악학자들은 바흐가 루터교 신학문헌들에 정통했으리라고 추
114) “Passion Music.”, The Oxford Dictionary of Music, 2nd ed. rev.. Oxford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http://www.oxfordmusiconline.com/
subscriber/article/opr/t237/e7721>, [2017년 2월 24일 접속].
115) 수난곡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7세기 독일의 쉿츠(H. Schütz, 1585-1672)에 의해 작
곡된 응답식 수난곡인 <누가수난곡>, <마태수난곡>, <요한수난곡>, <십자가상의 칠언>을
비롯하여 오라토리오풍 수난곡인 바흐(J. S. Bach)의 <요한수난곡>(1723), <마태수난곡>
(1729), 20세기의 전위적인 양식으로 작곡된 펜데레츠키의 <누가수난곡>(1966), 그리고 패
르트의 틴티나불리 기법에 의한 <수난곡> 등이 있다. Oxford Music Online, Ibid.
116) 쉿츠는 또한 당시 유행하던 파로디(Parody)나 콘트라팍툼(Contrafactum)과 같은 수법
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복음기자와 예수의 역할 등은 낭독조(declamation)이고 곡의 전
체적인 흐름은 극적인 긴장감을 표현하기보다는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전개된다. Joshua
Rifkin, et al. “Schütz, Heinrich.” in Grove Music Online. Oxford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http://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ticle/
grove/music/45997pg10>, [2017년 7월 28일 접속].
117) 바흐는 당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수난 오라토리오’(Passion Oratorio) 대신 ‘오
라토리오풍 수난곡’(Oratorio Passion)을 작곡하였는데, 이는 당시 라이프치히의 종교적
상황을 볼 때에 오페라적인 ‘수난 오라토리오’를 허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18세기 전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수난곡이 있었는데 ‘수난 오라토리오’와 ‘오
라토리오풍 수난곡’으로서, 어떤 텍스트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그 종류가 구별된다.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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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데,118) 이러한 신학적 탐구의 결과에 의한 수난곡들은 바로 각 복음
서에 대한 바흐의 신학적 해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119)
세기의 대표적 수난곡 중 하나인 펜데레츠키의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누가수난곡>은 초연된 후

회 이상 연주가 될 만큼 주목받는 작품

이다.120) 작곡가 스스로 “옛 전통의 수난곡들을 모델로 삼아 그리스도의 고
난과 죽음을 담으려고 시도했을 뿐 아니라, 아울러

세기의 황폐함과 끔찍

함을 표현하려고 했다.”121)라고 말한 것처럼, 이 작품에는 클러스터와

음

기법, 다양한 연주기법을 통해 창출되는 새로운 음향 등의 아방가르드적 경
향에서부터 장 화음의 종지, 화성의

도권 진행, 바흐의 <마태수난곡>에서

영향을 받은 전통적 음악요소들이 융합되어 있다.
최근의 주목받는 수난곡의 또 다른 작품으로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유대
계 미국 작곡가 골리요프(

)의 <마가수난곡>(

)을 들

수 있다.122) 이 작품에서 골리요프는 유대의 전례음악과 전통음악(
는 자유롭게 시적인 텍스트를 사용하지만, 후자는 네 복음서 구절에 기초한 텍스트를 사
용한다. 바흐가 일했던 라이프치히는 실험적이고 대중적인 음악장르가 성행했던 함부르
크와는 달리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오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
던 ‘수난오라토리오’ 연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Christoph Wolff, Johann Sebastian
Bach : The Learned Musician (New York : W. W. Norton&Company, 2000), 290-98.
이가영, “바흐의 <요한수난곡> 입문 :요한의 기록, 루터의 신학, 그리고 바흐의 해석”, 『음
악이론연구』, Vol. 22. 2014. 45-46. 재인용.
118) 이가영, 44.
119) 바흐의 수난곡들은 모두 루터교의 예배음악을 위하여 작곡되었지만, <마태수난곡>의
경우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는 장면을 당시로서는 지나치게 극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요한수난곡>의 경우에는, 첫 곡이 “주여, 주의 이
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로 시작하여 마지막 합창에서는 “오, 주여, 마지
막 날에 천사를 보내시어 나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소서”라는 부활의 믿음
과 소망의 기도를 노래하며 작품을 끝맺는다. 이는 요한복음의 신학적 해석, 즉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한복음의 신학적 해석과 이에 대한 패르트
의 <수난곡>에서 나타나는 상징에 대하여는 Ⅳ장 4절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120) W. Schwinger, Penderecki, (Mainz: Schott, 1994), 39.
121) “펜데레츠키 특별강연”, 2003년 10월 25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122) 이 작품은 바흐 서거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유럽음악축제(Euro-pean music
festival)에서 위촉되었는데, 2002년에는 그래미상과 라틴그래미상에서 동시 노미네이트
되어 수상할 정도로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인터넷 홈페이지 “Osvaldo Golijov”,
<http://www.osvaldo golijov.com/index2.htm>, [2017년 10월 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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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탱고를 비롯한 살사, 맘보, 삼바 등의 라틴음악, 더 나아가
아프리카음악의 원시적인 음악요소와 정서를 결합시켜 매우 이색적인 수난
곡을 탄생시켰다. 이는 애초에 이방인의 전도에 관심을 두고 기록된 마가복
음의 “단순 명료하며 생기 있고 박진감이 넘치는 수난의 서술방식”123)에 적
합하다는 인상을 준다.
이렇듯 오래 전부터 이미 잘 알려진 수난의 서사 자체는 청취자에게 이
야기로써 큰 흥미를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겠지만, 성경의 어느 복음서에 의
거하는가와 이를 해석하여 작품에 담으려는 작곡가의 개성적인 어법, 그에
따른 음악적 감동은 계속하여 이 장르를 작곡하는 작곡가들에게 도전의 과
제가 되어 왔다. 패르트 역시 <수난곡>의 작곡을 위해 성경 복음서 중 요한
복음을 선택하였고 이에 대한 해석과 그 음악적 구현을 위하여 수난사화에
등장하는 각 인물들의 특성을 반영한 음악적 설정을 만들었으며,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 있어 ‘말씀’과 음악을 합일하는 도구로써 틴티나불리 기법을 시
스템화 하였을 뿐 아니라 러시아정교가 추구하는 헤시카즘, 케노시스 등의
사상을 투영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그의 신앙과 성경 요한복음의 해
석에 의한 패르트의 <수난곡>에서 나타나는 독창적인 어법과 구현방법을
고찰할 것이다.

1.2. 편성

패르트는 <수난곡>의 연주 편성으로 수난사화에 등장하는 각 인물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음색 및 음역대가 서로 다른 조합을 가진 앙상블을 설계했

123) 가스펠서브,『라이프성경사전』, 생명의 말씀사. 2006. “마가복음.” <http://terms.
naver.com/entry.nhn?docId=2391843&cid=50762&categoryId=51387>, [2017년 10
월 3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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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 [표

]은 <수난곡> 등장인물의 역할별 편성과 출현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패르트, <수난곡> 등장인물의 역할별 편성과 출현빈도
역 할
엑소르디움(

출현빈도

편 성
)

(리허설번호개수)

1개

합창, 오르간

복음기자(Evangelist)

솔리스트 중창단(SATB),
오보에, 바이올린, 첼로, 바순

122개

예수

바리톤 솔로, 오르간

15개

빌라도

테너 솔로, 오르간

15개

대제사장, 베드로,
대제사장의 하속들,
빌라도의 군병들,
성난 군중 등

합창, 오르간

19개

합창, 오르간

1개

콘클루시오(

)

세기 이후 수난곡에서는 여러 성부가 복음기자의 역할을 공유하는
데,124) 패르트는 복음기자의 역할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및 베이스의 독창
자들을 동등하게 사용하고 여기에 바이올린, 오보에, 첼로, 바순으로 구성된
네 가지 악기를 추가하는데 이러한 기악

중주는 반주가 아닌 복음기자로

서 다루어진다.
패르트가 복음기자의 역할에

성부의 앙상블을 편성한 것은 러시아정교

에서 사용하는 팔각십자가에 의한 숫자의 상징뿐 아니라 이 작품의 틴티나

124) 이화병, “하인리히 쉿츠의 수난곡의 의미”, 『음악과 민족』, 1995. 제9호. 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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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 기법의 특성과 관련된다. 패르트는

개의 리허설 번호마다 연주편성

을 달리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성부배치 및 음역의 변화는 다양한 음
향을 제공하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125)
복음기자 이외의 역할에 대하여 패르트는 예수의 말씀을 오르간과 함께
중세의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저음인 바리톤 솔로에 두고 느리게 노래하게
하였다.126) 빌라도의 역할은 오르간과 함께 테너 솔로에 두어 가사에 따라
때로는 도약이 심한 선율도 나타난다. 예수와 빌라도 역할은 요한복음 본문
에서 등장인물 중 가장 대사가 많을 뿐 아니라 내용상 가장 비중 있는 인
물들이기 때문에 수난곡의 옛 전통에서와 같이 바리톤과 테너 솔로로 설정
하여 서사의 극적인 면을 높인다. 여기에 오르간을 수반하는 것에는 패르트
의 의도가 있는데, <수난곡>에서 사용된 틴티나불리 기법은 각 인물들의 특
성을 반영하여 각 요소들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두 인물은 오르간을 수반하
여 틴티나불리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군중을 포함한 그 외 모든 인물들은 합창이 담당하며 오르간을 동반하
거나 또는 단독으로 등장한다. 오르간을 수반하는 경우는 대제사장이 등장
하는 장면에서인데 이는 인물의 종교적이고 엄숙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수난곡>은 틴티나불리에 의한 엄격한
음악적 매개변수들이 각 역할들을 통제하는데 이로부터 드물게 발생하는 편
차들은 텍스트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으로 이해된다.

125) 이에 대하여는 세부분석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126) 9세기 이후 전해 내려오는 기록에는 등장인물에 따라 고유한 낭송음과 빠르기를 가지
는데, 이야기를 끌고 가는 복음기자는 중간 음역에서, 대화체로 노래하는 그리스도는 가
장 저음에서 느리게 노래하고 군중이나 빌라도 등 그 외의 인물들은 비교적 높은 음역에
서 노래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Passion Music.”, The Oxford Dictionary of
Music, 2nd ed. rev.. Oxford Music Online, <http://www.oxfordreference.com.
libproxy.snu.ac.kr/view/10.1093/acref/9780199579037.001.0001/acref-978019957
9037-e-5022>. [2017년 2월 24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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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텍스트와 구성
패르트는 <수난곡>을 위해 성경 요한복음
(

장 전체(

절)와

장

절)의 텍스트를 선택하였고,127) 이 모든 칠십 개의 구절을 변형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생략이나 반복 없이 재현한다.128) <수난곡>의 텍스트는
불가타성경(

)129)의 라틴어로, 이는 중세와 르네상

스의 전통에서 통용되던 수난곡의 언어이다. 요한복음의 본문 이외에 패르
트가 사용한 가사로는 엑소르디움에서 이 작품이 요한복음에 의한 수난곡임
을 알리고, 본문이 끝난 후 콘클루지오에 이르러 ‘우리를 위해 고통 받으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하며 종결하는 가사이다.
이러한 텍스트의 배열에 대해 힐리어는 그의 책에서 다성음악 이후 작
곡된 옛 수난곡의 전통을 따라 도입부를 엑소르디움, 종결부를 콘클루지오
라는 수사학(

)130)의 용어로 설명하였다.131) 즉, 패르트는 <수난곡>

127) 수난곡에서 텍스트의 선택은 음악의 성격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17세기 이
후의 수난곡은 성서 이외의 종교적 시를 새로 만들어 쓰는 것이 일반화된 관례였고, 다
양한 원천을 가진 가사를 채택하여 가사를 재구성하는 일이 많았다. 예를 들어, 바흐가
작곡한 오라토리오풍의 ‘요한수난곡’의 경우, 요한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난내러티브, 그리
고 시적인 가사로 이루어진 아리아와 레치타티보, 합창, 루터교 코랄 등으로 이루어진 다
층적이고 다의적인 텍스트의 조합이다. 이가영, 48.
128) 수난곡은 때로 복음서 이외에 다른 성서의 본문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펜데
레츠키의 <누가수난곡>에서는 누가복음 이외에도 시편, 예레미야 애가, 요한복음 등에서
도 가사를 발췌하였다.
129) 불가타(Vulgata)는 5세기 초에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으로, 헬라어역인 70인역과 구약
성경의 사본을 기초로 하였다. 처음에는 70인역을 신성시하는 풍조로 인해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7세기부터 그 가치가 인정되어 로마 가톨릭교회의 공인성경으로 채택되어 ‘통
속’이란 뜻의 불가타로 불리게 되었다. 『교회용어사전』, 생명의 말씀사, 검색어 “불가
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79687&cid=50762&categoryId
=51369>, [2017년 11월 3일 접속].
130) 음악을 수사학에 기대어 설명한 기원은 그리스의 퀸틸리아누스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만, 음악을 하나의 담론으로 인정하고 살피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와 18세기의 독일 이론
가들이었다. 정경영, “음악수사학(rhetoric)에 대한 수사학(historiography)적 접근”,
『낭만음악』, 18(4), 2006. 52.
131) ‘수사학’은 이야기가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관심을 둔다.
힐리어가 <수난곡>의 도입부와 종결부에 수사학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 부분들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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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악장의 구분 없이 도입부, 요한복음의 수난본문, 그리고 종결에 이르
는 거시적인 형식을 만들었다.132)
<수난곡>에서 사용된 요한복음 수난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
어지는데, 예수가 로마군병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으로 시작하여 대제사장 안
나스의 심문과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예수, 십자가의 사형언도를 받는 예
수,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예수로 마친다. 그 내용 안에는 세부적으
로 제자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 바라바를 선처해
달라는 군중들의 광기어린 외침, 예수께서 모친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에
게 하신 말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표 4] 패르트, <수난곡> 텍스트의 내용적 주제
구

성

엑소르디움

가

사

주

Passio Domini Nostri
Jesu Christi secundum
Joannem

제

요한복음의 수난기록을
예고

리허설 번호

1

요 18:1-11

체포된 예수

2~31

파씨오

요 18:12-40

예수의 재판

32~96

나라티오

요 19:1-16

사형선고를 받은 예수

97~139

요 19:17-30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139~172

부활의 소망

173

콘클루지오

Qui passus es pro nobis
Domine, miserere nobis,
A-men

의 전후와 연계하여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엑소르디움
(Exordium)과 콘클루지오(Conclusio)에 대한 한글 번역은 머리말, 맺음말 또는 도입부,
종결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아직 번역된 적확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한글표기를 사용한다. Hillier, 『Arvo Pärt』, 125-126.
132) 일반수사학의 전통에서 배열법(dispositio)은 크게 머리말(exordium), 서술(narratio),
확증(confirmatio), 맺음말(conclusio)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수사학은 음악의 내적 질
서가 가진 ‘이야기’의 속성을 발견해내고 그 내적 질서 자체가 가사의 도움 없이도 하나
의 이야기의 자격을 갖추며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데, 이 때 음악의 내적 질
서는 넓은 의미에서 음악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형식을 통하여 의사소통 가능
한 이야기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다. 올리비에 르불, 박인철 역, 『수사학』, 한길사,
1999, 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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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르트는 [표

]에서 제시한 요한복음 본문의 내용에 따라 수난 사화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말씀의 낭송을 위주로 하였던 중세 수난곡의 전통을
따른 것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요한복음 칠십 개의 절 전체를 악장의
중단이나 구분 없이 하나의 형식으로 취급하였다. 또한 <수난곡>에서는 마
디표시 대신 리허설번호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작품전체의 구성, 수난사화의
역할별 등장, 성부 수에 의한 짜임새의 변화에 따라 설정된 것이다.

1.4. 템포와 셈여림

<수난곡>은 다른 후기 양식의 작품에서와 같이 템포의 변화가 거의 없
고 악보 상 세세한 다이내믹, 아티큘레이션 등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표 5] 패르트, <수난곡>의 템포와 셈여림
구 성
리허설번호
템 포
셈여림

[표

엑소르디움

파씨오 나라티오

콘클루지오

1

2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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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잠

라르고(Largo)

= 132

(Langsam, 느리게)

f

mp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난곡>에서는

pp cresc. fff

분이 넘는 시간동안 요

한복음의 본문인 파씨오 나라티오의 템포는 시종일관

=132를 유지한다.

그러나 복음기자, 예수, 빌라도, 군중 등은 각 역할별로 고유한 리듬의 단위
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음악은 템포의 상대적 변화를 가지게 된다.
엑소르디움의 템포는 랑잠(Langsam, 느리게), 콘클루지오에서는 라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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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o)이다. 이는 모두 느린 템포지만 ‘느리게 천천히’라는 랑잠에 비해 라
르고는 ‘폭넓게 극히 표정이 풍부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연주 상 차이
를 요구하게 된다.
<수난곡>에서는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난사화에서 셈여림 기호
로 메조피아노(mp )를 사용하는 것이 전부이다. 수난사화에서는 틴티나불리
기법에 설정된 시스템에 의해 연주편성, 음역(

의 변화 등을 가지게

되고 이로써 음향적으로 다양한 음색적 대비와 음의 밀도, 강약의 차이를
가지게 된다. 즉, 수난사화에서 음악의 강약은 셈여림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틴티나불리 기법의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는 요한복
음본문을 텍스트로 하는 ‘말씀’의 음악적 구현에 있어 패르트 자신의 주관
적 해석을 가능한 절제하고 내용 그 자체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세부분석에서 살펴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복음 본문이 사용되지 않는 엑소르디움에서는 매
우 강한 어조의 포르테( f)로 작품의 시작을 알리고 콘클루지오에서 피아니
시모( pp)에서 포르테시시모( fff )까지 점진적으로 크레셴도 되는 극적인 연출
을 하여

여분의 대서사를 끝맺는다. 이와 같은 셈여림의 설정은 수난사화

에서 적용된 틴티나불리 시스템이 이 부분들에서는 적용되지 않은 것에 기
인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패르트가 텍스트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 러시
아정교음악으로부터 비롯된 ‘가사의 전달’을 우선으로 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1.5. 음악적 설정
패르트는 <수난곡>의 작곡을 위해 음악의 여러 매개변수들에 의한 시
스템을 설계하였고 이는 요한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성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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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었다. 패르트는 중세 수난곡의 전통에 따라 등장인물들을 복음기자,
예수,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 베드로, 군중 등 그 외 인물들을 합창으로
통일시켰다. 각 역할들은 텍스트에 따라 그 특성에 맞게 설정된 고유한 틴
티나불리 기법과 리듬의 단위 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설정들은 때로 예
외적인 편차를 발생시킴으로써 수난곡의 서사적 성격을 높이는 동시에 악장
이나 섹션의 구분이 없는

여 분 길이의 수난사화에서 작품의 통일성을

구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1) 틴티나불리 기법
<수난곡>에서 사용된 틴티나불리 기법에서는 이전의 초기 작품들과는
다른 방식이 도입되는데, 이는 작품의 규모뿐 아니라 수난곡이라는 장르의
서사적 성격에서 기인한다. 이전 작품들에서는 대체로 T-성부의

화음이

작품전체에서 하나로 통일되었던 반면, <수난곡>에서는 등장인물들의 특성
에 따른 T-성부

화음, M-성부 중심음, 그리고 이 두 성부의 결합에 의한

수직적 중심화음 등이 개별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설정은 틴티나불리가 단순히 ‘종소리’를 음향화 한 상징적 도구
로써만이 아니란 의문을 가지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
해 <수난곡>에 담겨 있는 ‘말씀’의 구현이 틴티나불리와 어떠한 관계를 가
지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살펴볼 것이다. [표
부 설정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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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틴티나불리에 적용된 세

[표 6] 패르트, <수난곡> 역할별 틴티나불리 기법
복음기자
M-성부 중심음
T-성부 3화음

예

수

빌라도

합

창

A

E, B

B

B

a단3화음

a단3화음

F장3화음

E장3화음

두 성부의 결합에
의한 중심화음

M-성부의 중심음133)은 틴티나불리 양식의 모든 작품에서 설정되는
요소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M-성부의 선율은 T-성부의

화음 중 한 음을

중심으로 네 가지 모드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T-성부

화음의 구성음 중

어느 음이라도 중심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난곡>에서는 각 역할별로
고유한 중심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난곡>의 서사적인 성격을 반
영하여 각 등장인물들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수난곡>의 M-성부 중심음은 다른 작품과 달리 T-성부의 구성
음이 아닌 음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예수역할에서 항상 수반되는 오
르간성부에서의 중심음은

음으로, 이는 T-성부

며 빌라도의 경우에도 중심음

는 T-성부의

단 화음의 구성음이 아니

장 화음의 구성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수직적으로 다양한 불협화음들이 생성된다.
133) <수난곡>에서의 ‘중심음’이란 중세 선법음악에서의 주음(Finalis) 또는 초대교회의 시
편창에서 낭송음에 의한 선율형태를 가리키는 시편조(Psalm tones)와는 다른 개념이며,
윤이상의 작품에서 기능하는 중심음 기법의 개념과도 다르다. 윤이상 음악에서는 하나의
음군을 형성할 때 중심음이 지속하고 이 음을 중심으로 장식적인 주변음들이 끊임없이
형성되며 변화를 거듭하는 것을 말한다면, <수난곡>에서의 중심음이란 라틴어 가사의 각
단어를 이항적(binary) 개념의 강세로 구분하여 M-성부 선율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음이
다. 틴티나불리에서는 M-성부의 선율을 정하는 순차진행의 네 가지 모드가 있고 이 움
직임을 시작 또는 종결하게 하는 음이 있는데, 이를 본고에서는 편의상 ‘중심음’이라 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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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완전

]에서 보듯이 등장인물들의 M-성부 중심음은 예수를 중심으로

도 관계이다. 예수 역할은 두 개의 중심음을 가지는데 바리톤솔로에

서는 E음을, 오르간에서는

음으로 이는 빌라도와 합창의 중심음

이다. 또한 T-성부에 있어서도 예수는 복음기자와 같이

와 공통

단 화음으로 설정

되어 있다. 즉, 예수는 M-성부와 T-성부에서 다른 역할들과 공통분모를
가지는 복합적인 설정이다. [그림

]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10] 패르트, <수난곡> 역할별 틴티나불리 기법

[그림 10]에서 보듯, T-성부의 설정에 있어서도 예수와 복음기자는 단
화음인 반면, 수난사화에서 이들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빌라도와 합창은
장 화음이다. 빌라도는 M-성부의 중심음

와 T-성부의

장3화음으로 인

해 수평적, 수직적으로 증 도를 발생시키는 빈도가 높아진다. 합창은 M-성
부 중심음

와 E장3화음으로 인해 성부 간 대사진행을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패르트가 설정한 M-성부의 중심음은 각 역할별로 등장할 때마다
항상 고유한 수직적 중심화음을 갖는다. 중심화음은 각 리허설 번호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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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성부의 중심음이 오는 위치에서 일관된 각 성부의 수직적 배치를 갖는
다. 이는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에서 관찰되지 못한 바로, 본 논문에서는 틴
티나불리 기법이 ‘종의 울림의 변화’에서 착안한 점에 주목하여 세부분석에
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2) 리듬과 텍스트 세팅

패르트는 <수난곡>에서 각 역할별로 고유한 리듬의 단위를 설정하였다.
<수난곡>에서 리듬의 단위란 악구의 시작과 종결에서만 음가의 확대를 허
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곡 전체에서 일체의 변형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리듬의 단위는 다른 음악적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텍스
트에 의한 등장인물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복음기자는 4분음표로 상대
적으로 가장 빠른 리듬의 단위를, 예수는 가장 느린 리듬의 단위를 가진다.
각 등장인물의 리듬 단위를 정리하면 [표

]과 같다.

[표 7] 패르트, <수난곡> 역할별 리듬의 단위
역 할

복음기자

예 수

빌라도

합 창

4분음표

점2분음표,
온음표

2분음표

2분음표,
점2분음표

리듬의 단위

,

상대적 속도

fast

slow

medium

역할별 리듬의 단위 외에도 <수난곡>에서는 텍스트에 의해 설정된 리듬
의 규칙들이 있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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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수난곡>에서 한 마디는 한 단어로 음절수에 따라 박자는 불규칙
하지만 리듬은 기준 단위에 의해 거의 일정하다.
둘째, 각 악구(

)들은 쉬는 마디에 의해 구분된다.

셋째, 요한복음 텍스트 각 절의 시작하는 음절은 기본 리듬의 단위보다
확대된 음가를 사용한다.
넷째, 악구의 종결에서 텍스트가 콤마( , )인 경우에는 강세가 오는 음절
에서 기본 리듬의 단위보다

배 정도 확대된 음가를 사용한다.

텍스트가 각 절의 마침음( . ) 또는 콜론( : )인 경우에는

배 이상

가장 길게 확대된 음가를 사용한다. 종결을 위한 음가의 확대는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패르트는 이후 악구의 끝마다 반드시 쉼의
마디를 설정하여 틴티나불리에 의한 음향의 공명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패르트 후기 양식의 미학적 특성을 발휘되도록 한다.

위에 열거한 리듬의 규칙들은 텍스트에 의해 설정되었는데, 이를 제외
하고 패르트는 작품전체의 모든 악구 내에서 각 역할별로 설정된 기본리듬
단위만을 변형 없이 반복하여 사용한다. 또한 다른 후기 양식 작품에서와
같이 <수난곡>에서도 어느 부분 예외 없이 작품 전체에서 오로지 실라빅
세팅만을 사용하는데, 확대나 축소 등이 없는 리듬의 반복에 의한 텍스트
세팅은 단어 및 문장의 흐름에 있어 강약의 차이를 두기에 제한적이 된다.
그러나 이 작품의 텍스트를 다루는 방식은 틴티나불리에 의해 음운론적, 의
미론적으로 강세를 구분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부각시키기 위
함으로 이해된다. 세부분석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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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텍스처

<수난곡>의 외형적인 텍스처는 단성의 모노포니를 제외하면 모든 다성
부가 호모리듬에 의한 호모포니 텍스처로 통일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앞
서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한 목소리로 신에게 봉헌하는 일치’를 중시하는

러시아정교음악의 특성 중 하나이다. 그러나 패르트는 <수난곡>에서 외형적
인 텍스처 안에 성부 간 상호 반진행(

)에 의한 대위적 짜

임새를 내재시켰다. 즉, M-성부는 M-성부끼리, T-성부는 T-성부끼리 반
진행이 나타나는데 이는 <수난곡> 전체에 통일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수난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복음기자의 경우,

성

부의 앙상블은 단성에서 시작하여 점차 성부 수를 늘려가면서 튜티에 이르
고, 다시 감소하면서 단성에 이르는 방식을 네 번 반복하고 마지막 10개의
악구에서 4성부의 호모포니에 의해 수난사화를 마친다. 이에 의한 구분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패르트, <수난곡> 복음기자의 성부 수 변화에 의한 텍스처의 순환주기
구

분

리허설번호

[표

Ⅰ

Ⅱ

Ⅲ

Ⅳ

Ⅴ

2-37

37-76

77-131

132-167

168-172

]는 [표 8]의 첫 번째 사이클인 리허설

정리한 것이다. 악구 수는
며, 튜티 이후에 다시

개로 튜티에 이르기까지

의 성부 수 변화를
개의 악구를 가지

개의 악구를 가진다. 복음기자는 이와 같은 방식으

로 성부 수의 확대와 감소를 통해 다양한 연주편성의 결합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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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패르트, <수난곡> 복음기자 리허설번호 2-37의 성부 수 변화에 의한
대칭구조

[표

]은 지금까지 설명한 <수난곡>의 텍스처, 가사세팅방식,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개별적인 리듬의 단위, 중심음, 중심화음, 틴티나불리 기법에
적용된 세부적인 설정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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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패르트, <수난곡>의 음악적 설정
구성

엑소르디움

수난 나라티오

콘클루지오

텍스
처

호모리듬에 의한 호모포니 텍스처 (Homophony Texture)

가사
세팅

실라빅(Syllabic) 세팅

리듬
단위
중심
음

복음기자

예 수

빌라도

,

A

E

중심
화음

틴
티
나
불
리
기
법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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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창
,

B

B

2. 세부 분석

본 논문에서는 <수난곡>을 텍스트에 의해 크게 세 부분, 즉 도입부에
해당하는 엑소르디움, 요한복음 본문에 의한 파씨오 나라티오, 그리고 종결
부에 해당하는 콘클루지오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는 텍스트에 의한 구분 뿐
아니라 텍스트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에서도 기인한다.
앞서 작품개관에서 살펴본 <수난곡> 전체에 설정된 음악적 매개변수들
은 패르트가 구현하고 싶은 ‘말씀’의 음악적 형상화를 위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요한복음 본문에 의한 파씨오 나라티오에서는 등장인물들에
게 개별적인 설정이 부여되어 내용에 따른 각 인물의 특성을 살릴 뿐 아니
라, 텍스트의 강세를 구분하여 극적인 묘사나 표현보다는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후기 양식의 근간이 되는 틴
티나불리 기법이 <수난곡>의 텍스트를 전달하는 시스템으로써 어떻게 작용
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수난곡>의 텍스트를 두 가지 개념으로 접근
하여 분석하려 한다.
첫째, 단어의 음운론적135) 강세와 관련된 M-성부의 중심음을 살펴보고
둘째, 요한복음 각 절의 의미론적136) 강세와 관련된 T-성부와 M-성부의
134) 틴티나불리 기법의 정리는 힐리어의 Arvo Pärt 를 참조하였다. Hillier, 126.
135) ‘음운론’(phonology)이란 언어전달의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이란 관점에서 언어
음성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음운론의 연구에는 각각의 언어에서 음소를 찾고 한 언
어 안의 여러 음소간 대립을 통한 변별적(辨別的) 또는 관여자질을 연구하는 음소론(音
素論)과 비분절 요소, 즉 둘 혹은 그 이상의 음소와 함께 나타나면서 변별적 기능을 가
지고 있는 강세 · 고저 · 장단 등을 연구하는 운소론(韻素論)이 있다.『두산백과』, “음운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3711&cid=40942&categoryId=32972>,
[2018년 2월 9일 접속].
136) ‘의미론’(semantics)이란 언어의 의미에 관하여, 그 기원 · 변화 · 발전 등을 연구하는 언
어학의 한 분야로, 의미의 유사성과 다의성, 동음이의성(同音異義性) 등 단어의 의미소를
분석하고 그 구조와 체계를 연구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의미구조의 분석에서도
음운론과 마찬가지로 변별적 대립과 구성 성분 구조의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산백과』, “의미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3904&cid=
40942&categoryId=32972>, [2018년 2월 9일 접속].

82

결합을 살펴본다. 앞서 Ⅲ장에서 고찰했듯이 라틴어 각 단어의 강세는 이항
적(

)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이지만, 문장에서의 강세는 내용

의 흐름에 따라 그 단계를 좀 더 세세하게 구분하는 다항적(
개념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장 안에서 ‘

’(그리고), ‘

’(~

에)과 같이 의미적으로 중요성이 없는 단순 기능어와 문맥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에서의 음절은 강세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이 가사의 전
달력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분석을 통해 이를 고찰한다.

2.1. 엑소르디움(Exordium, 도입)

2.1.1. 틴티나불리 기법
엑소르디움에서 틴티나불리 기법은

단 화음의 T-성부와 A음으로부터

온음계적으로 순차 하행하는 M-성부로 나타난다. [그림

엑소르디움

에서 나타나는 틴티나불리 기법을 요약한 것이다.
[그림 11] 패르트, <수난곡>의 엑소르디움에 설정된 틴티나불리 기법

성부로 분할된 합창에서 울리는 두터운 음의 중첩들은 수난의 대서사
를 시작하기에 앞서 드라마적인 효과를 준다. 엑소르디움의 알토와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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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틴티나불리에서 M-성부로 장  단 도의 음정에 의한 병진행을 한다. 이러
한 병진행은 엑소르디움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으로 <수난곡>에서 수직적인
성부 관계는 엑소르디움을 제외하고 항상 반진행으로 나타난다. T-성부인
소프라노와 테너 성부도

단 화음에 의해 점차 하행한다. 즉, 패르트는 엑

소르디움에서 전체 성부가 하행하는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다.[악보

].

[악보 20] 패르트, <수난곡> 엑소르디움

엑소르디움에서 나타나는 틴티나불리 기법은 M-성부의 음과 T-성부의
음이 동시에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분이 넘는 요한복음

의 본문인 파씨오 나라티오에서의 설정과는 다른 점으로, 파씨오 나라티오
에서는 M-성부의 중심음과 T-성부의 음이 중복되지 않는데 이는 텍스트
의 강세와 관련 있는 것으로 엑소르디움에서 텍스트를 다루는 방식은 파씨
오 나라티오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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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설명한다.

[그림 12] 패르트, <수난곡> 엑소르디움의 틴티나불리 기법에 의한 화음 진행

[그림

]는 엑소르디움에서 나타나는 화음진행을 틴티나불리 기법의

분석과 함께 요약한 것으로, 편의상 화음의 긴장도를 설명하기 위해 기능화
성 기호로 분석하여 표기하였다.
엑소르디움에서

단 화음으로 시작한 화음은 온음계적 경과음을 포함하

며 진행하고 불협화음으로 종지한다. 사각형 표시는

단 화음이고, 동그라

미 표시는 상대적으로 긴장도가 높은 화음을 표시한 것이다. 패르트는
와 ‘
‘

에서는

단 화음에 의한 협화음을, ‘

(그리스도)에서는 긴장도가 높은

와

도 중첩에 의한 불협화음을 사용

하였으나, 이는 각 단어의 의미론적 해석으로 보기에는 객관적 기준이 어렵
다. <알리나를 위하여>에서와 같이 엑소르디움의 틴티나불리에서는 협화도
가 다른 여러 화음을 발생시키는데 비록 화음의 진행에 있어
주화음(
에서의

단 화음이

)으로서 기능을 하지만, 소프라노와 베이스, 알토와 테너 성부
음중복, 불협화음의 미해결, 속화음(

의 기능적 연결이

결여되는 등 이를 기능화성의 측면에서 다루었다기보다는 종소리의 울림을
구현한 음색적 측면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엑소르디움에서 미해결된 불
협화음의 종지는 뒤에 이어지는 긴 쉼의 마디 동안 여운을 남기며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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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질 수난사화의 시작을 위한 경과적 역할을 한다. 즉, 틴티나불리에서의
화음진행은 기능화성적인 측면을 약화시키는 반면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음
향적 차원으로 다뤄지며 이 양식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2.1.2. 리듬과 텍스트 세팅
엑소르디움의 템포는 느린 랑잠(Langsam)이며 기본 리듬의 단위는 시
작과 종결을 제외하고

분음표로 통일되었다. 모든 성부가 포르테의 셈여림

으로 호모리듬에 의해 느리게 움직이는 도입부는 각 마디마다 쉼표를 두어
첫 음절에 강세를 두었다.
패르트는 엑소르디움에서 각 단어의 강세를 첫 음절에 두기 위해 마디
마다 쉼표( , )처리를 하였다. 따라서 이 문장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어마다 첫 음절에 가장 강한 강세를 발생시킨다. 또한 한
단어에 한 음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 음절을 최대한 강세구분 없이 강조하
고 있다. 또한 패르트는 <수난곡>에서 모든 음절을 실라빅 세팅하였기 때문
에 [그림

]과 같이 단어의 음절수에 따른 불규칙한 변박이 발생한다.

[그림 13] 패르트, <수난곡> 엑소르디움의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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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르디움에서 첫 시작음은 점 분음표로, 이는 정확한 음가의 표시라
기보다는 시작음을 기본 리듬의 단위보다 다소 강세를 두어 연주하라는 의
미로 해석된다. 또한 패르트는 엑소르디움의 종결을 위해 기본 리듬 단위
( )에서 일탈하여 음가를 확대(

)시킨다. 즉,

분음표로 통일되었던 음가를

마지막 마디에서 점온음표로 확대시키는데, 이러한 종결을 위한 리듬의 확
대는 일반적이지만 패르트는 그 후에 이어지는 쉼의 마디를 필수적으로 동
반시켜 공명(

)의 효과를 유도한다. 이러한 특징은 <수난곡> 전반에 걸

쳐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며 이른바 ‘침묵(

)의 미학’으로

일컬어지는 패르트 후기 양식의 고유한 특성이 된다.137)

2.1.3. 텍스처
엑소르디움은 저음이 강화된 두터운 호모포니적 짜임새를 가지는데,
모든 성부가 호모리듬으로 움직이는 호모포니는 음향적으로 러시아정교음악
과 같은 인상을 준다. 합창은 소프라노와 테너가 각각

성부로 분할하여

성부로 되어 있고 여기에 패르트는 오르간을 사용하여 합창과 중복함으로써
음향적으로 풍부한 소노리티를 제공한다. 엑소르디움의 이러한 분위기는 작
품의 도입부에서 수난곡의 드라마적 요소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
후 전개되는 수난 사화의 단성부로 노래하는 복음기자의 시작 부분과 그 짜
임새에서 대조를 이룬다.

137) 이에 관해서는 Ⅴ장 1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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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씨오 나라티오(Passio Narratio, 수난사화)

본 항에서는 패르트가 텍스트에 따라 역할별로 설정한 틴티나불리 기
법, 리듬, 텍스처의 측면에서 요한복음 본문의 파씨오 나라티오를 분석한다.
마디표시가 없는 작품의 특성상 분석을 위하여 리허설번호를 사용한다.

2.2.1. 틴티나불리 기법
수난사화의 틴티나불리 기법은 다음과 같이 각 역할별로 개별적인 설
정을 갖는다.
[표 11] 패르트, <수난곡> 수난사화에서 나타나는 역할별 틴티나불리 기법

틴티나불리 기법

역 할

T-성부 3화음과 편성

M-성부 중심음과 편성
복음기자

a단3화음

콘트라알토, 베이스

a단3화음

오르간

테너솔로, 오르간

F장3화음

테너솔로, 오르간

합창, 오르간

E장3화음

합창, 오르간

A

소프라노, 테너

E

바리톤 솔로

B

오르간

빌라도

B

합 창

B

예 수

T-성부
3화음
(M-성부
중심음)

수직적
중심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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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보면 수난 사화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복음기자

의 M-성부 중심음은

이며 T-성부는

단 화음으로 이 둘의 결합은 협

화적인 화음을 발생시킬 빈도가 높다. 또한 연주편성은 M-성부를 담당한
성부(알토, 베이스, 오보에, 바순)와 T-성부를 담당한 성부(소프라노, 테너,
바이올린, 첼로)가 분리되어 있다.
예수의 경우, 예수의 말씀을 노래하는 바리톤 솔로에서는 M-성부만 나
타나며 이때 중심음은

음이다. 그리고 예수의 장면에서 항상 수반되는 오

르간의 M-성부 중심음은

음, T-성부는

단 화음이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긴장도가 높은 화음들이 생성되지만, 이는 오르간에서 항상 지속되는 드론
에 의해 안정감을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이 예수의 틴티나불리 기법은 복음
기자와 T-성부를 공통으로 하고, 빌라도, 합창에서의 M-성부 중심음을 공
통으로 하는 복합적인 설정이다.
빌라도의 경우에는 M-성부의 중심음

와

장 화음의 T-성부로 인해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증 도 음정의 가능성들을 빈번히 가지게 된다. 합
창은

장 화음의 T-성부와

의 중심음을 가진 M-성부이기 때문에 수직적

으로 대사진행이 자주 나타난다. 이와 같이 <수난곡>에서는 이전의 틴티나
불리 양식의 작품과 달리 각 역할별로 개별적인 틴티나불리가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단어의 강세에 의한 M-성부 중심음
<수난곡>에서는 단어의 각 음절을 실라빅 세팅으로 다룬다. 이는 일체
의 장식적 선율을 배제시킴으로써 가사가 분리되어 들리는 경우를 최소화시
키게 된다. 또한 한 마디는 한 단어로 설정되어 있고, 각 마디의 선율은 틴
티나불리의 네 가지 모드에 따라 중심음에서 시작하거나 끝난다. 즉,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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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에서 M-성부 네 가지 모드의 선택은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단어의 음운론적 강세에 의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라틴어는 음고에 의한 고
저 장단과 길이에 의한 장단 강세를 가진다. 음절의 강세를 다루려면 먼저
음절 나누는 법을 알아야 한다. 특히 라틴어의 분철법은 알파벳 언어와 다
른데, 예를 들어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탈리어
지만, 라틴어 ‘

는

로 나누

로 나누어진다. 라틴어에서는 모음

과 모음 사이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있는 경우 앞의 자음은 앞 음절에 붙
이기 때문이다. 패르트는 <수난곡>에서 사용된 요한복음 텍스트의 모든 단
어 음절을 정확하게 나누어 실라빅 세팅으로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수난곡>에서의 선율적 특성은 작곡가의 주관적 해석에 의해
텍스트 내용을 묘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단어의 강세를 통해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라틴어 텍스트와 음악 간의 운율적
일치를 보여준다. 이는 <수난곡>의 작곡에 있어 패르트가 텍스트 즉, ‘말씀’
의 전달에 주안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표 12] 패르트, <수난곡> 수난 사화에서 나타나는 역할별 중심음

[표

]는 역할별 중심음을 정리한 것으로, <수난곡>에서 역할별로 중

심음 설정이 다른 것은 각 인물들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복음기
자, 예수, 빌라도, 그리고 합창에 나타나는 중심음은 패르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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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 관계에서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예수의 중심음

를 중심으로 복

음기자와 빌라도, 군중 등이 좌우 대칭의 관계를 가진다. 이를 통해 수난
사화에서 예수와 대립적 관계에 있는 빌라도와 군중, 대제사장 등이 예수의
중심음으로부터 완전
하는 복음기자는 완전

도 위인

음으로 설정된 것에 반해, 수난사화를 서술

도 아래의

음으로 설정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기

능적 측면에서 보면 예수의 E음으로부터 빌라도, 합창의

음으로의 진행은

음악적 긴장을 유발하고, 복음기자의

도 하행이 지닌

음으로의 진행은

이완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이는 텍스트의 흐름을 따라 각 등장인물들이 등
장하면서 생성되는 진행이다. 다음에서 각 역할별로 단어의 강세에 의한
M-성부의 중심음을 살펴본다.

(1) 복음기자의 M-성부 중심음

본문의 처음에 등장하며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음기자
의 M-성부는

중창 중 알토와 베이스가 담당하고, 기악에서는 오보에와

바순이 그 역할을 한다. 복음기자의 중심음은

음으로, [악보

]을 통해

<수난곡>에서의 중심음의 역할과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악보

]의 복음기자 베이스 독창은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선율적 특

징을 보여주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마디 내에서 M-성부의 모드는 각 단어
가 지니는 음운론적 강세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라틴어의 강세는 단
음절에서 그 음절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패르트는 이를 중심음
하게 한다. 가사 중 ‘

’(이렇게), ‘

지나) 등은 모두 단음절로 중심음

’(~때), ‘

’(있다), ‘

에서 노래
’(~를

에서 노래한다. 라틴어 강세에서 두 음

절로 된 단어는 대체로 첫 음절에 강세가 오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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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는 음고

악센트에 의해

음으로부터 하행하여

음에 이르는 제 모드의 선율이 된다.

[악보 21]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2.(복음기자 중 베이스솔로)

이탤릭체 볼드: 강세가 오는 음절

Haec cum di

lis sui

Je sus
trans

e

est cum

tem Cad

가사를 다루는 이와 같은 방식은 엄격한 틴틴티나불리 안에서 매우 섬세
한 작업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마디 내에서는 순차진행이 지배적이지만
텍스트의 전체 흐름에서 의미론적으로 제 1강세를 두어야 하는 단어에서는
도약진행을 통한 음고 악센트 등을 만들어 내용의 전달을 효과적으로 만든
다. 이에 대한 예를 [악보

]에서 제시한다.

92

[악보 22]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3.(베이스 솔로)
이탤릭체 볼드: 강세가 오는 음절

bi e

[악보
‘

hor

i

]는 요한복음 18장 1절의 후반부로 베이스솔로는 ‘

’(어떤)과 같은 단음절은 중심음

셨다)라는 동사는 첫 번째 음절인
‘

in quem in

(들어가

에서 단어의 제 1강세가 오기 때문에

’이란 단음절의 중심음에서 완전

후, M-성부 제

에서 노래한다. ‘

(~에),

도 도약하여 음고 악센트를 만든

모드에 의해 중심음으로 하행하여 악구에서 가장 강조된

강세를 가진다.
이와 같이 패르트는 틴티나불리에서의 M-성부 모드와 중심음에 의한 이
해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연주자가 텍스트의 전달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단어의 음운론적 강세와 의미론적 강세를 구분하여 음악과 텍스트의 합일
을 이루어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독창자에 의한 단성부의
M-성부 중심음에서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바는 아니며 T-성부와의 결합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T-성부와 M-성부의 결합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중심음에 의해 설정된 선율의 예외는 수난사화의 종결에서 나타난다.
복음기자가 예수의 죽음을 선언하는 <수난곡>에서 가장 극적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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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장면에서 패르트는 [악보

]에서와 같이 역설적인 방법으로 이를 전

달한다.

[악보 23]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172.

[악보

]에서 보면 네 명의 독창자들은 <수난곡> 전체에서 유일하게

틴티나불리를 사용하지 않고 중심음
고

에서 제창한다. 선율의 움직임은 멈추

명의 독창자들은 기악연주 없이 낭송음과 같은 효과를 낸다. 가장 극적

인 장면에서 극도로 제한된 음악적 설정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하나 오히려
텍스트 뿐 아니라 그 음악이 발현되는 분위기에 집중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이러한 역설적 방법으로 요한복음의 수난기록을 완성하기 위하여 패
르트는 이후 수난사화의 마지막 마디에서 페르마타를 둔다. 이는 복음기자
의

중창이 중심음에서만 노래한 뒤, 이후 야기되는 긴 침묵을 통해 예수의

죽음과 그 의미를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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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수의 M-성부 중심음
예수역할의 바리톤 솔로의 중심음은

음으로, 복음기자에서와 마찬가지

로 텍스트의 강세에 의해 그 모드가 결정된다.
[악보

]의 가사는 나사렛 예수를 체포하러 왔다고 하는 이들에게 예

수께서 스스로 “너희에게 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장면이다. 이 문장의
‘Dixi ’ (말하였다), ‘

’(너희), ‘

’(그렇기 때문에), ‘

’(나), ‘

’

(있다)은 M-성부의 네 가지 모드에 의해 단어의 강세에 부합하는 적절한
음고적 악센트를 만든다.138)

[악보 24]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25. 예수 역할의 바리톤 솔로
이탤릭체 볼드 : 강세가 오는 음절

xi vo

a E

sum:

예수의 중심음은 다른 역할과 다르게 중심음이 두 개로 설정되었다. 예
수역할의 바리톤 솔로에는 항상 오르간이 수반되는데, 이때 오르간의 M-성
부 중심음은

음이다. [악보

]에서 보면 처음에는 오른손에서 B음을 중심

음으로 하는 M-성부가 진행되는데 이는 바리톤 솔로와 반진행 관계이다.
138) 텍스트에 의해 음가를 다루는 리듬적 측면에서는 2.2.3. 리듬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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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으로 다음은 왼손으로 다시 오른손으로 M-성부가 진행된다. 또
한 내성과 오르간 페달에서는 E음과

음의 이중드론이 연주된다.

[악보 25]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25.

예수역할에서 M-성부의 중심음 설정은 리허설번호
타난다. [악보

에서 예외로 나

]에서 보면 바리톤솔로는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말

씀인 “다 이루었다”(

)의 본문을 부르는데, 이 작품의

일반적인 중심음의 규칙을 따를 경우 두 번째 마디의 음고는
지만, 패르트는 여기서

음이어야 하

음으로 하행하는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가사의 의미

론적 전달을 하고 있다.
[악보 26]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171. 예수역의 바리톤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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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빌라도의 M-성부 중심음
빌라도는 예수보다 높은 음역인 테너 솔로로 설정되었다. <수난곡>에서
빌라도라는 인물은 전체에서 리허설개수가 예수와 같이
중요한 인물로서, M-성부의 중심음은
에서 시작하여 온음계적 순차진행으로

개를 차지하는

음이다. 빌라도 역할에서는 중심음
음까지 이르는 증4도의 선율진행

을 자주 발생시키는데, 이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인물의 부정적 특
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악보
라는 동사에서 중심음

]에서 보면,

(찾다, 발견하다)

로 시작하여 M-성부 모드

4도 진행을 하고, 이후 단음절

에서 중심음

에 의해 순차적으로 증

로 증 도 도약한다.

[악보 27]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93. 빌라도역의 테너 솔로
이탤릭체 볼드 : 강세가 오는 음절

E

lam

o in

o cau

빌라도의 중심음은 오르간의 지속음에서도 나타나는데 [표

]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열다섯 개의 장면 중에서 오르간 지속음이 등장하는 장면은
일곱 부분으로, 이 중 리허설 번호
호

는

은

음이다. 이것은 리허설번호

칭적 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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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음

음이고 리허설번
를 중심으로 대

[표 13] 패르트, <수난곡> 빌라도 장면의 오르간 지속음

[표

]에서 보듯이 빌라도 장면에서의 오르간 페달음은 리허설번호

에서 예외적으로
장

음이다. [악보

]은 리허설번호

로, 요한복음

절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

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하며 예수의
무죄선언을 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패르트는 예수역할의 중심음인 E음을 오
르간의 페달에서 지속음으로 사용함으로 수직적 음향의 변화를 가져오며 빌
라도라는 인물의 특성을 입체적으로 나타낸다.
[악보 28]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105. 빌라도

일반적인 틴티나불리 기법에서 M-성부의 중심음은 T-성부

화음의 구

성음들로 설정된다. 그러나 <수난곡>에서는 각 역할별로 고유한 중심음이
설정되었고 특히, 빌라도의 M-성부 중심음은 T-성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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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화음에 속하

지 않는

음으로 이는 빌라도라는 인물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에 대한 음향적 결과는 두 성부의 결합에 의해 완성된다.139)

(4) 합창의 M-성부 중심음

합창은 수난사화에서 대제사장, 군중, 베드로 등을 포함한 열 가지 역할
을 담당하며, M-성부 중심음은
정되어 있다. 합창의 중심음

음으로 알토와 베이스에만 노래하도록 설

는 빌라도 역할에서와 같이 순차 진행하여

음까지 이르는 증 도의 진행을 빈번히 발생시킴으로써 텍스트의 내용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임을 나타낸다.

[악보 29]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14. 합창(알토와 베이스)

[악보

]는 유다와 군대가 예수를 붙잡으러 왔을 때, 예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군대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는 장면
이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예수를 비하하는 부정적 표현으
로,140) 이에 대해 ‘

’(나사렛)이란 가사에서 알토는

음에서

까

139) 2)문장의 강세에 의한 T-성부와 M-성부의 결합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140) 나사렛은 이방 땅과 가까운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이라는 점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
곳을 이방 땅으로 간주했고, 나사렛 출신을 경멸했다. 요한복음 1장 46절, 7장 41절, 5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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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순차적으로 하행하며 증4도의 선율적 움직임을 갖는다. 또한 알토와 베
이스는 서로 반진행하는 대위적 짜임새를 갖는데 이는 <수난곡> 전체에 적
용된 텍스처의 설정이다. 이로 인해 두 성부에서 중심음의 위치는 항상 동
일하고, 중심음은 라틴어의 장단강세에서 ‘장음’에 해당하는 음절에 온다(악
보
[악보 30]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52.(알토와 베이스)
이탤릭체 볼드 : 강세가 오는 음절

des

Sic

[악보
음절

ci

]에서 보면, 각 단어의 강세가 오는 음절, 문장의 순서대로 단
의 음절

와 베이스는 양 성부 모두 중심음

의 음절

에서 알토

에서 노래한다. 즉, 다양한 협화도의 긴

장도를 가진 수직적 화음의 흐름에서 강세가 오는 음절에서는 단성으로 노
래함으로 음악적 강세를 만든다. 이것은 소프라노와 테너의 T-성부와 결합
되었을 때 개별적인 단어의 음운론적 강세 뿐 아니라, 문장의 의미론적 강
세를 완성하게 된다. 다음에서 두 성부의 결합을 다룬다.
등에서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란 지역을 경멸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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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장의 강세에 의한 T-성부와 M-성부의 결합

틴티나불리에서는 T-성부가 사전에 설정된

화음의 구성음들로만 고정

되어 있고 M-성부에 의해 수직적으로 불협화음을 포함한 여러 울림을 만
든다. 이는 종소리의 배음들이 그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
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에 착안한 것으로, 패르트는 애초에 이
를 염두에 두고 틴티나불리를 고안하였다. 그리고 <수난곡>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각 역할 별로 ‘중심화음’을 설정하였다.
<수난곡>에서 중심화음이란, M-성부의 중심음이 위치하는 곳에서 모든
성부가 항상 일정한 음고를 갖게 됨으로써 생성되는 수직적 화음을 말한다.
즉, 틴티나불리 기법에 의해 생성되는 다양한 결합의 수직적 화음의 진행에
서 중심화음은 M-성부의 중심음 위치에서 동일한 음고에 의한 성부배치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심화음은 리허설번호에 따라 성부 수의 변화와 음역(

),

연주편성 등의 배치를 달리한다. 즉, <수난곡>에서 리허설번호의 진행은 각
역할의 등장을 알릴뿐 아니라 이러한 음악적 매개변수들의 설정에 의해 정
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수직적 중심화음은 화음배치에 의한 음역의 변화와
성부의 짜임새에 의한 음색적 변화를 가지는데, 이는 동일한

화음의 반복

적 진행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매개변수들로 작용하며 각 인물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M-성부의 중심음에 위치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강세와 관
련된다.
M-성부의 중심음은 각 단어의 강세구분을 위한 라틴어강세의 객관적
인 척도가 있지만, 문장을 이루는 악구에서 T-성부와 M-성부의 결합에 의
한 진행에서의 강세구분은 어느 정도 작곡가의 주관적 해석이 반영될 가능
성이 있다. 이에 대해 패르트는 몇 가지 규칙을 설정하고 최대한 의미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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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자제하였다. 분석을 통해 이를 살펴본다. 각 역할별로 설정된 수직
적 중심화음은 [그림

]와 같다.

[그림 14] 패르트, <수난곡>에서 설정된 역할별 수직적 중심화음

[그림
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음기자의 수직적 중심화음은 T-성부

화음과 동일한

단 화음으로 설정하였다. 중심화음은 텍스트의 강세와

관련된 M-성부의 중심음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기자에서의 설정
은 수평, 수직적으로 협화적인 울림을 빈번하게 발생시킨다.
이에 반해 빌라도의 중심화음은 중심음
성음인

음이 결합하여 긴장도가 높은

와 T-성부의

장 화음의 구

도 중첩에 의한 불협화음으로

설정되었다.
합창의 중심화음은 복음기자에서와 같이 T-성부의
화음으로 설정되었으나 M-성부 중심음

화음과 동일한

장

로부터 진행되는 선율의 G음과

의 대사진행을 발생시킨다.
예수의 경우 M-성부에서 설정된 두 개의 중심음이 수직적으로 결합하
여

개 모든 장면의 오르간 성부에서 이중지속음으로 나타나는데, 중심화

음은 이 두 지속음을 포함한 화음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
석을 다음에서 역할별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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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음기자 역할의 T-성부와 M-성부 결합
복음기자의 T-성부는
진행하고 [그림
행(

단 화음이며, M-성부는 중심음

로부터 순차

]에서와 같이 모든 성부들은 T-성부와 M-성부끼리 반진
)의 짜임새를 가진다.

[그림 15] 패르트, <수난곡> 복음기자 역할에서 설정된 틴티나불리 기법

복음기자의 중심화음은
복음기자는 수평, 수직적으로

단 화음으로 T-성부의

화음과 동일하다. 즉,

단 화음의 협화음이 빈번하게 나타나 인물의

특성을 반영할 뿐 아니라 <수난곡>에서 설정된 모든 성부의 호모리듬에 의
해 예수 수난에 대한 텍스트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악보

]에서는 틴티나불리 기법이 수난사화에서 처음 등장하는 부분

의 두 성부를 제시한다. 복음기자앙상블은 항상 단성으로 시작하여 점차 성
부 수를 늘려가기 때문에 베이스솔로에 의한 단성의 리허설번호
허설번호

은

성부가 된다.

[악보 31]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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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리

[악보

]의 리허설번호

의 수직적 중심화음은 [그림

]과 같다.

[그림 16]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3의 수직적 중심화음
이탤릭볼드체 : 강세가 오는 음절

bi e

[그림
화음은

hor

in quem in

i

]에서 보면, T-성부는 M-성부의 하위(

성부의 특성상

단 화음의 구성음 중 근음과

)에 있고 중심
음이 된다. 그리고

틴티나불리 기법에 의한 두 성부의 결합은 협화도의 차이를 갖는 여러 수직
적 화음을 생성시킨다. 이 가운데 복음기자의 중심화음은 T-성부의

단 화

음과 일치하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텍스트의 강세에 의해 설정된 M-성부의
중심음 위치에 오기 때문에 화음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된다.
그러나 M-성부의 중심음이 단음절의 단어에 의해 연속적으로 나타나
는 경우 패르트는 강세의 구분을 두어 의미론적으로 더 중요한 음절에 중심
화음을 배치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에서 ‘

’과 ‘

’은 단음절로

M-성부 중심음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패르트는 이 두 단어를 의미론적
으로 강세 구분을 하여 전치사 ‘

’에서는 중심화음을 사용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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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생략된

단 화음의 제

[악보

리허설

전위형인 완전

도의 수직적 화음을 설정하였다.

번의 강세를 표시한 것이다.

[악보 32]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3의 의미론적 강세구분

중심화음은 다음 성부의 변화가 올 때까지 고정된 연주편성으로 유지되
며 리허설 번호에 따른 잦은 성부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성부배치에 의한
음색적 변화를 시도한다.

[악보 33]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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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보

]은 바이올린, 오보에, 테너, 베이스의

] 리허설번호

성부 편성을 가진 [악

에서의 수직적 화음의 진행이다. 바이올린과 테너는

T-성부이고 오보에와 베이스는 M-성부로, 중심화음으로 표시한 곳은 곧
M-성부 중심음의 위치이다.

[그림 17]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9의 수직적 중심화음

패르트는 복음기자의 M-성부 중심음이 있는 곳에서는 이와 같은

단

화음을 사용하는데, M-성부의 중심음이 연이어 나타날 때에는 중심화음의
근음 위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협화음을 사용한다. 즉, 단음절 가사인
‘

’(~때) 다음에 오는 ‘

에서는

음이 베이스에 오는

란 뜻의 ‘

와 단음절 접속사 ‘

단 화음의 전위형을 사용한다. 또한 ‘횃불’이

’에서는 첫 음절에 이질적인

두는데 이는 빌라도의 T-성부

’ (‘그리고’)

장 화음을 사용하여 강세를

화음으로, 텍스트의 문맥상 예수를 잡으러

온 장면에서의 단어가 지닌 의미론적인 강세로 해석된다. 그림에서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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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불협화음에서는

음이 포함되더라도 M-성부의 중심음이 아닌 T-

성부의 구성음일 때이다. 즉, 패르트는 텍스트의 각 단어에 적용되는 라틴
어의 운율강세를 틴티나불리 기법의 시스템 내에서 다항(

)적으로 구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강세의 구분은 텍스트를 낭독할 때와는 다른 개념으로 파악
해야 하는데, 낭독에서도 감정의 기복에 따라 강세의 차이를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음악에서의 강세는 음운론적인 것을 넘어 의미론적으
로도 그 뉘앙스를 살리기 때문에 그 정도를 훨씬 더 세부적으로 구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패르트는 내용 없는
기능(

’(그리고)와 같은 단순

)을 하는 접속사 등에는 의미적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문맥에서 제 1강세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림

]의

’(~때)과

같이 단순 기능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문맥상 내용에서 중요성을 가지게 되
면 좀 더 강세를 가질 수 있다. 즉, 틴티나불리 기법에서 수직적으로 울리
는 화음의 변화들은 <수난곡>에서 강세를 구분하는 도구로 역할하는 시스
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와 [표

]는 수난사화에서 틴티나불리 기법이 처음 등장하는

복음기자 앙상블의 리허설번호

에서

까지에서 나타나는 수직적 중심화

음의 성부배치에 의한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수직적 중심화음의 성부배치
에 의한 변화는 성부의 수, 연주편성에 따른 다양한 음색적 변화와 밀도에
의한 강약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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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3-20, 복음기자의 수직적 중심화음
리허설
번호

3

4,
5

6

7

8

9

10

11

13,
15

17

18

19

20

성부수

2

3

4

2

3

4

3

4

4

5

6

7

8

o

o

수직적
중심
화음

편
성

Vn

T

Ob

M

o

S

T

A

M

T

T

B

M

o

o

o

Vc

T

o

o

o

Fg

M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표 15]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22-37, 복음기자의 수직적 중심화음
리허설
번호

22

24

26

27

28

29

30

32

34

35

성부수

8

8

7

6

5

4

4

4

3

2

36

37
1

수직적
중심
화음

Vn

T

o

o

o

o

o

Ob

M

o

o

o

o

S

T

o

o

o

o

o

o

o

o

o

o

편

A

M

o

o

o

o

o

o

o

o

o

o

성

T

T

o

o

o

o

o

o

o

o

B

M

o

o

o

o

o

o

Vc

T

o

o

o

Fg

M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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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복음기자 앙상블의 각 성부는 고정된 T-성부(바이올린, 소프라노, 테너,
첼로) 또는 M-성부(오보에, 알토, 베이스, 바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복음기자앙상블은 단성에서 시작하여 점차 성부 수를 늘려가면서 튜티에 이
르고 다시 성부 수를 줄여가면서 단성에 이르는 대칭구조를 가진다. 성부의
수가 늘어갈수록 전체 음역은 확대되고, 튜티를 중심축으로 전반부와 후반
부의 연주편성은 상하 교차(
이스와 첼로의
소프라노의

)되어 나타난다. 즉, 리허설번호

성부로 시작한 틴티나불리는 리허설번호

에서 베

에서 오보에와

성부가 된다.

수난사화가 시작하는 리허설번호

를 중심으로 하는 베이스솔로의

M-성부로 시작하였고 대칭의 마지막에 이르는 리허설번호
솔로의 T-성부가 되는데, 이때 T-성부의 선율은
선율이 되어 리허설번호

의 중심화음

은 소프라노

의 단 도 진행이 중심

의 장 도와 비교하였을 때 c를

중심으로 상하 대칭을 이루는 음정이 된다. 이러한 대칭적 짜임새의 진행은
수난사화에서 리허설번호

에서

까지 총 네 번 반복하는 순환주기를 가

진다.141)
복음기자 앙상블에서는 모두 네 번의 튜티가 등장하는데, 앞서 설명하
였듯이 그 지점은 사전에 설정된 성부 수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패르트는
텍스트를 반복하여 강조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튜티에
서의 극적인 분위기를 표현하지 않는다. 이는 러시아정교 사상으로부터 영
향을 받은 후기 양식의 특성, 즉 성경말씀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을뿐더
러 이를 음악화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러시아정교의 종소리를 음향화한 틴
티나불리에 의해서만 구현시키고자 하는 작곡가의 의도로 해석된다.

141) 이러한 텍스처의 특징은 2.2.4. 텍스처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109

(2) 예수의 T-성부와 M-성부의 결합

예수의 말씀은 바리톤솔로에 의해 E음을 중심음으로 하는 M-성부의
선율로 나타나고 항상 오르간이 수반되는데, 이들 간 틴티나불리의 상호 관
계는 복음기자와는 다르다. 이는 오르간에서는

단 화음의 T-성부와

음을

중심음으로 하는 M-성부가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림 18] 패르트, <수난곡> 예수역할에 설정된 틴티나불리 기법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의 장면에서 틴티나불리 기법은

두 개의 중심음(

)에 의한 M-성부와

단 화음의 T-성부를 가진다. 이

는 수난의 주인공인 예수가 복음기자의 T 성부와 빌라도를 비롯하여 대제
사장, 베드로, 군중 등을 포함한 합창의 중심음

를 공통분모로 가짐으로써

인류의 구속을 담당한 예수에 대한 상징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수역
할에서는 오르간에서 두 개의 중심음인 음
완전

와

가 수직적으로 결합하여

도 드론의 역할을 하고, 이는 복음기자에서의 수직적 중심화음과 같

이 악구에 따라 다양한 성부의 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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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54, 완전 5도 드론의 성부배치 변화

[그림

는 리허설번호

의 수직적 화음을 정리한 것으로, 패르트는

이 부분의 가사,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
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의 문장배열에 따라 네 개의 악구로 나
누고 그에 따라 이중드론의 위치 변화를 시켰다. 이는 좁은 음역에서 노래
하는 예수 역할의 바리톤 솔로의 배경에서 단조로움을 보완해주고 다채로운
분위기 전환을 만든다. [그림

의 리허설번호

에서 전반부의 수직적 화

음진행을 다항적 개념의 강세 구분에 의해 정리한 것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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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그림 20]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54의 틴티나불리 기법

[그림

]의 전반부 가사 ‘만일 내가 잘못 이야기 하였다면,’(
)이란 문장에서는 예수역할의 바리톤솔로의 중심음

에서 수

직적으로 통일된 화음이 진행된다. 여기서 문맥상 제 1강세에 해당하는 것
은 동사 ‘

’(말하다)이며, 이 단어의 강세는 두 번째 음절

다. 패르트는 상성부의 음고를 통해 이 음절에 제

에 온

강세를 설정하였다. 또

중심음 E가 연이어 나오는 부분에서는 의미론적으로 더 강세가 주어지는
‘

,’에 중심화음을 설정하였다.
후반부 텍스트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에서는 예수 역할의 중심음 E음에서 중심화음이 설정된 곳은 두 군
데이며 첫 단어의 첫 음절 ‘

’와 단순기능어의 단음절 전치사

에서이

다. 본래 단순 기능어의 강세 구분은 ‘약’에 해당하지만, 이는 문맥의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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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단어의 강세에 의한 것으로, 동사 ‘
음절 ‘

’(증거하다)의 강세는

’에 오기 때문에 문장에서 제 1강세를 가지고 ‘

:’는 문장의 종

결에서 확대된 리듬에 의한 강세를 가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심화음은
강세의 구분에서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듯 패르트는 각 문장에서
동사에 가장 큰 강세를 두는데, 앞서 복음기자에서 설명했듯이 이는 중심화
음에 의해서만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악구의 흐름에서 전후 관계의 여러 매
개변수들의 요인들로 설정되는 것이다.
[표

]은 예수의 장면에서 등장하는 오르간에서의 중심화음의 위치변

화이다. 예수역할에서 항상 수반되는 오르간의 완전

도 드론의 위치변화는

절제된 어조로 저음의 좁은 음역에서 움직이는 예수역의 바리톤솔로와는 대
조적으로 텍스트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음역배치를 함으로써 그 변화에 따
라 음악적 분위기를 전환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예수의 장면에서는 수직적
으로

도,

도 등을 포함할 뿐 아니라 때로는 클러스터와 같은 불협화음들

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여 수난의 주인공인 예수가 처한 상황을 대변하는
요소로 나타나지만, 이들은 오르간에 의해 음악적 분위기에 무게가 실리며
풍성한 음향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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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패르트, <수난곡> 예수의 수직적 중심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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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빌라도의 T-성부와 M-성부 결합

빌라도 장면의 T-성부는

장 화음이며, M-성부의 중심음은

음으로

두 성부의 관계에서는 증 도를 포함하는 것 뿐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음
의

도 중첩에 의한 불협화음을 빈번하게 발생시키는데, 패르트는 이를

빌라도 장면의 중심화음으로 삼아 각 장면마다 다양한 음역의 배치를 함으
로써 극적 긴장감을 나타낸다. 이러한 불협화음은 복음기자의 수직적 중심
화음인

단 화음과도 대조를 이루며 두 관계의 대립성을 나타낸다.

[그림 21] 패르트, <수난곡> 빌라도의 역할에 설정된 틴티나불리 기법

[그림

은 빌라도 장면의 음향적 특성을 보여준다. 리허설번호

은

빌라도가 예수에게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묻는 장면으로, 패르트는 M성부의 중심음

가 오는 음절에 T-성부의

첩하여 불협화음을 설정하고, 그 외 음절에

장 화음의 구성음인

를 중

장 화음을 비롯한 협화도가 높

은 화음을 두었다. 이는 복음기자와는 상반된 설정으로, 빌라도역할에서는
중심음

가 오는 위치에 비교적 긴장도가 높은 온음계적

배치하고, 그 외 음절에서는 T-성부의

도 중첩화음을

장 화음과 같은 협화음을 둔다. 이

러한 중심화음의 개별적인 설정은 패르트가 텍스트를 음악화 하는데 있어
음운론적 강세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사적 성격을 지닌 수난곡의 특
성상 등장인물들의 역할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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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의 리허설번호

에서는 단음절에 의한 M-성부의 중심

음이 연속으로 나타나는 예를 볼 수 있다. 한 마디는 한 단어라는 <수난곡>
의 기본 규칙에 의해 “

?”라는 가사는 단음절의 세 마디로 구성되

었고 이 단어는 모두 중심음
중심음

에서 패르트는

에서 노래한다. 이와 같은 연속적인 M-성부

도 중첩에 의한 중심화음을 이도하여 강세를 구분

하였다. 또한 이 문장에서 패르트가 가장 강세를 둔 음절은

아무튼)

이라는 접속사의 두 번째 음절이다. 이 문장의 번역은, “아무튼 당신이 왕이
란 말 아니오?”라고 예수께 질문하는 빌라도의 대사로, 본래 접속사는 단순
기능어로 취급하여 제 1강세로 취급하지 않지만, 패르트는 빌라도의 감정을
따라 문맥의 흐름을 해석하여
가운데 이질적인

도 중첩에 의한 불협화음의 연속적인 진행

장 화음을 두어 강세를 만든다.

[그림 22]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86. 빌라도의 수직적 중심화음

패르트는 빌라도역할에서도 리허설번호에 따라 수직적 중심화음의 성부
배치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짜임새를 시도하였다. [표

]은 이러한 리허설

별 중심화음의 변화를 정리한 것으로, 빌라도 장면의 수직적으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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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첩의 불협화음은 좁은 음역 안에서 밀집하거나 넓은 음역으로 분리,
또는 베이스에 지속음을 두기도 한다. 또한
구성된

성부에서는

와

와 C로

도 중첩에 의한 불협화음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을 사용한다.

[표 17] 패르트, <수난곡> 빌라도의 수직적 중심화음

빌라도역할에서 나타나는 틴티나불리의 특징 중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세 개의 성부가 있을 때 하나의 순차적인 M-성부와 두 개의 T-성부로 구
성된 텍스처이다. [악보

]에서 보면, 빌라도 역할을 맡은 테너 솔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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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중심음으로 하여 M-성부의 역할을 한다. 이때 오르간은 페달이 없는
경우

성부가 되어 두 성부 모두 T-성부의 역할을 하는데 이로 인해, 수
3

직적으로

음으로 구성된

도 중첩에 의한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이

는 빌라도 장면의 수직적 중심화음이다. 여기서 오르간은
로 움직이며, 오르간 페달음에서는

장 화음의 음들

의 감 도 진행을 볼 수 있다.

[악보 34]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82.

[악보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르트는 빌라도 역할의 중심화음에서 강

세가 오는 음절에
와 같은

도 중첩에 의한 불협화음을, 강세가 없는 음절에 T-성부

장 화음의 협화음을 설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문문으로 끝나

는 악구의 마지막 중심화음은 성부배치를 바꾸며 종결한다. 또한
(유대인의)라는 세 음절의 단어는 첫 음절에 중심화음을, 두 번째 음절에서
장 화음을, 세 번째 음절에서는 중심화음이 이도된

도

중첩화음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패르트는 <수난곡>의 틴티나불리 기법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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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방식에 있어 텍스트를 전달하는데 주력하여 각 단어의 음절을 세심하게
처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빌라도 역할의 테너 솔로는 다른 역할과 다르게 때로는 선율적인 순
차진행의 M-성부로 노래하고 때로는
[악보

장 화음에 의한 T-성부를 노래한다.

]는 대제사장과 대화하는 빌라도의 도약진행의 예로, 빌라도 역의 테

너 솔로는 T-성부의 역할을 하는

장 화음의 음들로 움직인다.

[악보 35]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72.

[악보

]의 리허설번호

의 수직적 중심화음을 정리한 것은 [그림

과 같다.
[그림 23]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72의 수직적 중심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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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에서 보면 테너 솔로가

오르간에서 움직이고, 이때 지속음

장 화음으로 움직일 때 M-성부는

가 수반된다. 이와 같이 빌라도역할의

테너솔로는 <수난곡>에서 M-성부와 T-성부 모두를 노래하는 유일한 성부
로, 그 유형은 대화의 상대에 따라 정해진다. 예수와의 대화에서는 순차진
행의 M-성부로, 대제사장 또는 군중들과의 대화에서는 T-성부를 사용하는
데, 이는 수난사화의 텍스트에서 빌라도 장면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표

]은 빌라도가 등장하는

개의 장면에서 테너솔로의 선율 유형을

M-성부 또는 T-성부로 정리한 것이다.
[표 18] 패르트, <수난곡> 빌라도 역할의 테너 솔로 선율유형

(4) 합창의 T-성부와 M-성부의 결합

합창에서의 틴티나불리 기법은 알토와 베이스는 M-성부를 노래하고,
소프라노와 테너는 T-성부의 역할을 한다. [그림

]는 합창의 틴티나불리

기법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24] 패르트, <수난곡> 합창에서 설정된 틴티나불리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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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에서의 T-성부인
부인

장 화음은 기능적으로 복음기자와 예수의 T-성

단 화음의 도미난트로 수난사화의 본문에서 이들 역할의 관계가 대

립적 관계임을 시사한다. 또한 합창에서의 수직적 중심화음은

장 화음으로

설정되어 복음기자와 마찬가지로 T-성부와 중심화음이 동일하게 일치한다.
그러나 합창에서는 복음기자와 다르게 M-성부의 중심음이

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빌라도의 장면에서와 같이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
로 중세음악의 전통에서 ‘악마의 소리’로 일컬어진 증4도 음정을 빈번하게
s

발생시킬 뿐 아니라, 이 작품에서 유일한 임시표인 G 음으로 인해 성부 간
대사진행이 [악보

]에서와 같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악보 36]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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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허설번호

의 가사는 단음절을 많이

포함한다. 패르트는 연속적인 단음절에 의한 중심화음이 오는 경우 합창의
성부배치를 달리함으로써 가사를 전달하는데 강세를 구분하고 있다. [표
]는 합창의 장면에서 사용된 수직적 중심화음을 정리한 것이다.

[표 19] 패르트, <수난곡> 합창의 수직적 중심화음

복음기자 앙상블에서는

단 화음으로 구성된 수직적 중심화음이 다양

한 성부배치와 밀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합창은 대체로 좁은 음역 내에서
중심화음이 나타나고 이는 애초에 연주편성에서부터 고려된 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합창은 가끔 오르간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개의 장면 중 대제사

장의 대사가 나올 때만 등장하고, 대개 혼성합창의 제한된 음역 안에서 중
심화음이 고정되어 있어 예수를 처형시키고자 하는 군중의 완고함을 나타내
는 상징의 의도로 보인다.
[악보

]은

’이라는 단어에서 테너와 베이스의 대사 관계

를 보여준다. 이 가사의 뜻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로 수직적으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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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화음들이 발생한다. 합창은 가사 ‘
서

’(왕)에 나오는 E장 화음의 협화음에

’의 첫 음절에 있는 수직적 장 도 및 증 도를 포함하는 불협

화음으로 이동한다.

라는 가사는 빌라도 역할에서는 수직적으로 불협화

음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장조의 군중과 대조적이지만, 합창의 대사진행

은 병치된 반음계적 불협화음으로 간주된다.

[악보 37]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102.

지금까지 수난 사화의 틴티나불리 기법을 각 역할별로 살펴보았다. 패
르트가 <수난곡>에서 설정한 M-성부의 중심음과 두 성부의 결합에 의한
중심화음을 설정한 것은 등장인물의 특성 뿐 아니라, 텍스트의 강세와 긴밀
하게 관련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패르트는 요한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특성을 구분할 뿐 아니
라, 텍스트의 전달에 있어 틴티나불리 시스템 안에서 음운론적, 의미론적
강세를 섬세하게 구분하고 있다. 분석을 통하여 틴티나불리의 수직적 화음
의 변화를 통해 패르트가 다항적 개념에 의해 설정한 몇 가지 강세의 기준
을 정리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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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패르트는 문장에서 주로 동사를 제 1강세로 취급한다. 그러나 문
맥 속에서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의 흐름에서 의미상 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는 단어의 강세 음절을 더 크게 다룬다.
둘째, 전치사 또는 접속어와 같은 단순 기능어의 단어는 단음절이라 하
더라도 항상 강세를 두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난사화를 서술하는 복음기자
를 제외한 예수, 빌라도, 합창의 대사에서는 감정의 기복을 따라 때로는 큰
강세를 둔다.
셋째, 각 역할별로 중심화음이 설정된 것은 이를 기준으로 더 강한 강
세와 약한 강세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함이다. 따라서 중심화음에 해
당하는 음절이 문맥상 반드시 제 1강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중심화음보다
더 큰 강세를 둘 때는 여러 음악적 매개변수들을 활용한다.
넷째, 리허설번호에 따라 화음의 성부배치를 하는 것은 다양한 음색과
음향을 위한 변화일 뿐 아니라 문장의 의미론적 강세와 관련된다. 결국 <수
난곡>에서 설정된 모든 시스템은 ‘말씀’의 전달을 위한 도구로써 작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곡방식은 러시아정교에서 들을 수 있는 낭송에 가까운 전
례음악의 특성을 훨씬 더 정교하게 세공하여 예술작품으로써 텍스트 내용
자체를 강조하고 싶은 작곡의도를 파악하게 해준다. 즉, 패르트의 <수난곡>
은 여타 다른 수난곡에 비해 외형적으로는 극적 표현이나 수려한 선율 등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음향적 협화의 긴장도를 조절함으로써 가사의 효과적인
전달을 통해 ‘말씀’ 그 자체를 구현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틴티나불리 시스템에서 각 역할별로 제한된 설정들은 이 작품의 통
일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수난곡>에서 설정된 리듬의
특성이 이러한 ‘말씀’의 전달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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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리듬과 텍스트 세팅

패르트의 제한된 설정은 리듬에서 두드러진다. 그는 <수난곡>에서 등장
인물에 따라 기준이 되는 리듬의 단위를 설정하였고 악구의 시작과 종결,
텍스트의 의미적 중요도에서의 예외를 제외하고 기준 리듬단위의 확대나 축
소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 각 역할별로 주어진 리듬의 단위는 오로지 ‘반복’
을 통해서만 텍스트를 전달하는 것이다.
리듬을 다루는 이와 같은 방식은 텍스트의 운율성을 살리기에는 음운론
적인 강세를 부여하기 어렵지만, <수난곡>에서의 텍스트 강세는 앞서 살펴
보았던 틴티나불리의 수직적 화음의 변화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패르트는 의도적으로 리듬에 의한 강세변화를 제한한다.
악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박절적 주기가 반복하는 것
이다. 그러나 <수난곡>에서의 박의 변화는 곧 단어의 음절수에 비례하기 때
문에 계속적인 변박을 발생시키고 각 역할별로 통일된 리듬의 단위에 의한
박절적 강세는 의미가 없어진다. 틴티나불리에 설정된 시스템에 의해 단어
개개의 음운론적 강세와 문맥 안에서의 의미론적 강세를 다루는 <수난곡>
에서는 라틴어 가사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 장단구조의 리듬적 방식을 통해
강세를 부여하는 일반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였다.
리듬의 단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패르트는 중세 수난곡에서의 전통을 수
용하여 각 등장인물의 특성에 따라 설정하였다. 수난사화를 서술하는 복음
기자는 다른 역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분음표를 기본단위로 사용한다.

예수의 말씀은 전통적인 수난곡에서와 같이 바리톤의 낮은 음역에서 점 분
음표나 온음표의 가장 느린 단위를 사용한다. 합창과 빌라도는

분음표나

점 분음표의 음가를 가지며 복음기자와 예수의 중간 단위가 된다. 기본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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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단위 이외에 패르트는 악구의 시작과 종결에서의 설정을 세웠는데 [악보
]에서 제시한다.

[악보 38] 패르트, <수난곡> 역할별 리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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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을 통해 <수난곡>의 세부적인 리듬의 설정을 가사의 세팅과

연관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한복음 본문의 각 절이 시작하거나 또는 등장인물이 새로 등장
할 때는 기준 리듬의 단위보다 음가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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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악구의 종결을 위해 마지막 단어에서는 음가를 확대하고 이후에
는 반드시 쉼의 마디를 두는 방식으로 종지한다. 즉, 악구의 완결은 종결
후에 쉼의 마디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때 문장의 종결이 콤마( , ) 인 경우에
는 강세가 오는 음절에서 기준 리듬단위보다
표( . ) 또는 콜론( : )인 경우에는

배 정도 확대된 음가를, 마침

배 이상으로 확대된 음가를 사용한다.

종결을 위한 음가의 확대는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패르트는 이후 쉼의
마디를 통해 틴티나불리에 의한 음향의 공명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그 미학적
특성을 발휘되도록 한다.
셋째, <수난곡>은 한 마디에 한 단어로 설정되어 있고 일체의 장식적
선율을 배제시키는 실라빅 세팅에 의해 가사가 분리되어 들리는 경우를 최
소화시킨다. 또한 악구의 마지막에서만 쉼표를 두고, 악구 내에서는 허용하
지 않아 가사의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도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패르트는 <수난곡>의 모든 설정을 텍스트에 의해 정하였으며,
텍스트 전체의 의미를 음악적으로 묘사하거나 표현하기 보다는 주로 각 단어
를 음운론적으로 취급하였지만 때로는 내용의 의미론적 요소를 전달하기 위
해 기본적인 설정에서 예외를 두는데, 이는 수난의 주인공인 예수의 장면에
서 나타난다.
[악보 39]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12. 예수

[악보

]는 리허설번호

의 예수역할을 맡은 테너솔로 부분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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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역할의 바리톤솔로는 온음표의 음가로 노래한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수
난의 기록에서 예수가 처음 등장하여 자신을 잡으러 온 유다가 군대와 대제
사장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묻는 장면이다. 이 대사는 요한
복음의 신학적 특징을 이해하였을 때 그 중요성을 알게 된다.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사도 요
한의 서술방식과 설명이다.142)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누구를 찾느냐’ 하는
물음을 던지기 전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는 기록을 통해 예
수가 이에 대해 미리 예상한 것으로 서술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군병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한다. 자신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이 말에 대해서 예
수는 담담하게 자신이 그라고 대답하는 역설적인 장면으로, 예수 역할의 바
리톤솔로는 기준 리듬단위보다 느리게 노래하며 동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예외적 설정은 요한복음 신학에 근거한 패르트의 해석이 반영된 것이다.
[악보
로 가사 ‘

]에서도 기본 리듬단위보다 매우 확대된

개의

분음표 음가

’(목마르다)를 부르며 텍스트의 의미론적 표상을 극적으로 구

현하고 있다.
[악보 40]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169. 예수

142) 요한복음 신학의 특징은 3절 음악적 상징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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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텍스처

<수난곡>의 악보에서 가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텍스처는 단성의 모노
포니를 제외하면, 호모리듬에 의한 호모포니 스타일이 모든 다성부에서 나
타난다. 그러나 <수난곡>의 외형적인 호모포니 텍스처 안에는 성부 간 상호
반진행에 의한 대위적 짜임새가 내재되어 있다.143) 예를 들어, 복음기자의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성부에서 M-성부의 선율이 진행될 때 성부 간 반진
행(

)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수직적 관계는 <수난곡> 전

체에 해당하는 텍스처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는 가사의 전달성을 높이며 장
중한 분위기를 연출하기에는 좋지만, 복잡한 짜임새가 결여된 호모포니 텍스
처 내에서 대위적 관계를 형성해주며, 단성의 효과를 중시하는 러시아정교음
악의 호모포니 텍스처와 차별화된 점이기도 하다.
[악보

]은 복음기자 앙상블이 모두 등장하는 튜티 부분이다. 여기서

M-성부를 담당하는 것은 네 성부로, 악기에서는 오보에와 바순, 독창자들
중에서는 알토와 베이스이다. 리허설번호

에서는 알토와 바순이 옥타브로

중복되었고, 이것은 오보에의 선율과 반진행하고 있다. 이때 베이스는 중심
음

에 머물러 드론의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성부 간 옥타브 유니즌은

러시아 합창음악의 특징 중 하나로 악보상 별도의 다이내믹이 부여되지 않
았지만, 음악적으로 강인한 인상을 연출할 수 있게 된다.

143) 이것은 <수난곡>에서 요한복음의 신학을 상징화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는 본 장의 3절 <수난곡>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상징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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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19.

<수난곡>에서 리허설 개수
체의

개 중

개의 분량을 차지하며 작품 전

분량에 해당하는 주도적인 역할인 복음기자는

성부의 앙상블로

편성되었으나 튜티는 전체에서 네 번뿐이며 리허설번호마다 연주편성을 달
리한다. <수난곡>에서는 앞서 설명한 성부 간 반진행에 의한 수직적 대칭
구조 외에도 복음기자앙상블에서 나타나는 성부들의 출현과 종료, 그에 따
른 성부들의 조합에 의한 수평적 대칭구조를 발견하게 된다.
복음기자는 항상 단성부로 시작하여 점차 성부 수를 늘려 튜티에 이르
고 이후 다시 점차 감소해가면서 단성으로 마치는 대칭적 구조를 갖는다.
이 구조에 의해 복음기자의 텍스처는 리허설번호
이후

중창으로 수난사화를 마친다. [표

]~[표

까지 복음기자앙상블의 텍스처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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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네 번 반복되고
]은 리허설번호

에서

[표 19] <수난곡>, 복음기자의 텍스처Ⅰ, 리허설번호 2-37.

[표 20] <수난곡>, 복음기자의 텍스처 Ⅱ, 리허설번호 37-76.

[표 21] <수난곡>, 복음기자의 텍스처 Ⅲ, 리허설번호 77-130.

[표 22] <수난곡>, 복음기자의 텍스처 Ⅳ, 리허설번호 13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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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면, 복음기자앙상블은 베이스독창으로 시작하여 점차 성부
수를 늘려

성부의 튜티가 되고 이후 다시 성부 수를 줄여가면서 소프라노

독창으로 마치는 대칭적 구조를 가진다. 이 대칭은 교차적(

)으로 나타

나는데,144) 전반부는 베이스가 시작부터 튜티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부르고,
후반부에는 소프라노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으로 패르트의 구조적 짜임새를 관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앙상블에서 튜티가 나오는 부분은 그 내용에 있어 극적이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패르트의 <수난곡>에서의 튜티는 미리 설계되어
있는 규칙적인 순서에 의해 그 지점이 정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튜티들은
내용에 있어서도 수난의 장면 중 가장 강조되어야 할 핵심적이거나 극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없다. 처음 튜티가 나오는 리허설번호
장

은 요한복음

절의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

러지는지라’의 내용으로, 예수가 체포되는 장면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하거
나 극적인 장면은 아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내용으로 구분 짓는 첫 번째 섹
션은 요한복음

장

절에서

절의 리허설번호

순환적 구조에 의한 첫 번째 주기는 리허설번호

까지이지만, 텍스처의
인 요한복음

장

절

에 이르러 완성된다.
두 번째 튜티는 요한복음 18장

절의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

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
되 나는 아니라 하니’라는 가사이다. 이 대목은 예수의 재판받는 장면으로,
첫 번째 튜티에서처럼 내용상 가장 극적이거나 강조되어야 할 장면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세 번째 튜티와 네 번째 튜티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수난
곡>의 복음기자 앙상블에서 전체 튜티가 나오는 장면은 작품 전체에서 네 군
데뿐이며 각 장면들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않는다.145) 네 번의 순환적
144) 십자가(Cross)를 표상하는 패르트의 신학적 해석에 대해서는 본 장의 3절 <수난곡>에
서 나타나는 음악적 상징에서 다룰 것이다.

133

텍스처가 끝난 후 수난 내러티브의 마지막 부분인 리허설번호

에서

까지는 네 명의 독창자들이 모두 등장하고 틴티나불리에 의한 호모포니적
짜임새는 리허설번호

에서 음

에 의한 유니즌이 되어 수난사화를 종결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수난곡>에서의 텍스처 설정은 패르트가 자신의 러시
아정교의 신학적 개념을 투영시킨 작품이란 것을 알게 해준다. 러시아정교에
서는 ‘부정신학’에 의해 인간이 신에 대해 정의내릴 수 없다. 그것은 다만
‘~이 아니다.’라는 역설적 방법으로만 정의 내려질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이 개념을 <수난곡>에 대입하여 보면, 극적인 표현에 의한 작곡가의 주관적
해석을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텍스트의 전달에 역점을 두어 사전에 설정된
음악적 시스템에 의해서만 전개시킬 뿐 아니라 대단원의 종결인 리허설번호
에서 오로지 중심음에 의한 모노포니를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유사한 특
성을 발견하게 된다.
일견 패르트의 악보를 외형적인 특징으로만 관찰하게 되면

분이 넘

는 길이의 대규모 합창음악에서 독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호모포니적 텍
스처로 통일시켰다는 점에서 그것이 비록 가사의 전달성을 높이기 위한 목
표에는 부합하나 음악의 유연성을 결핍시키고 미학적인 가치를 떨어뜨릴 우
려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인식을 패르트가 간과했을
리가 없을 것이다. 패르트는 틴티나불리 시스템 안에서 다양한 음역의 배치
와 함께 각 성부들의 조합을 통해 얻어지는 음색적 변화를 꾀함으로써 호모
포니 음악이 가질 수 있는 단순성을 극복할 뿐 아니라, 러시아정교에서 사
용하는 여러 개의 각기 다른 크기로 구성된 종소리146)의 음향을 구현시켰다
고 볼 수 있다.
145) 패르트가 이러한 텍스처를 작품 안에 내재시킨 의도에 대해서는 3절 음악적 상징에서
구체적으로 논할 것이다.
146) 4개 이상의 러시아정교의 벨 세트그룹(bell set group)을 ‘zvon’이라고 한다. 전형적
인 벨 세트 그룹은 베이스 벨, 2개의 알토 벨, 고음으로 구성된다. Bostonia,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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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콘클루지오(Conclusio, 종결)
2.3.1. 틴티나불리 기법
콘클루지오의 틴티나불리를 살펴보면, 우선 합창은 성부 분할에 의한
두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M-성부와 T-성부가 된다. 소프라노Ⅰ, 알토Ⅰ,
테너Ⅰ, 베이스Ⅰ은 M-성부의 근접한 위치(

)인 상위(

)

에서 D-장조 3화음에 의한 T-성부이고, 소프라노Ⅱ, 알토Ⅱ, 테너Ⅱ, 베이
스Ⅱ는 순차적으로 상행하는 M-성부이다.

[그림 25] 패르트, <수난곡> 콘클루지오에서 설정된 틴티나불리 기법

M-성부의 합창Ⅱ는 소프라노Ⅱ와 테너Ⅱ가
여 옥타브 위의

s

에서 순차적으로 상행하

s

에 도달하여 아멘을 부른다. 이 두 성부의

알토Ⅱ와 베이스Ⅱ는 마찬가지로 순차상행하여

도 아래에서

음에 도달한다.

엑소르디움에서는 모든 성부가 하행하였으나 콘클루지오에서는 D장 화
음을 중심으로 상행하며 아멘으로 종결되어 수난곡의 최종결말에 어울리는
숭고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콘클루지오에서 오르간의 페달은 D음에서 시작
하여 순차적으로 하행하여 옥타브 아래의 D음에서 마친다. 이것은 소프라
노Ⅱ, 알토Ⅱ, 테너Ⅱ, 베이스Ⅱ의 순차적으로 상행하는 M-성부와 반진행의
관계이다(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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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 패르트, <수난곡> 콘클루지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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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루지오의 틴티나불리 기법을 분석하면 [그림

]과 같다.

[그림 26] 패르트, <수난곡> 콘클루지오의 틴틴나불리 기법

엑소르디움에서는 중심음

와

단 화음에 의한 틴티나불리 기법이 진

행되었지만, 콘클루지오에서는 이전에 없었던 D장조의 조표가 등장하고 D
장 화음으로 시작하여 점차 상승하여 조성적 색채감을 드러내며 종결한다.
여기서 작품 전체의 거시적인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엑소르디움의

단 화

음이자 수난 사화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복음기자의 M-성부 중심
음

T-성부와 중심화음인

단 화음으로부터 콘클루지오의 D장 화음으로

귀결되는 Ⅴ-Ⅰ의 기능적 관계가 발견된다.

2.3.2. 리듬과 텍스트 세팅

콘클루지오에서 사용된 리듬은 엑소르디움과 유사하고 <수난곡> 전체
에 적용된 리듬의 특징과도 동일하다. 모든 성부는 호모리듬에 의한 호모포
니적 짜임새를 가지고 있고, 시작과 마지막은 기본 단위의 리듬보다 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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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가진다. 그러나 엑소르디움에서 한 마디마다 쉼표로 단어의 모든 음절
에 강세를 두려는 것과 달리 콘클루지오는 세 개의 악구로 나뉘어져 각 악
구 사이마다 긴 쉼의 공간을 가진다.
엑소르디움에서는 점차 하강하는 움직임에 의해 성악부의 강세를 포르
테로 유지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해석되며 콘클루지오는 피아니시모로 시
작하여 점차 상승하며 포르테시시모까지 이르는 극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
다. 또한 이것은 각 악구마다 크레센도(cresc.)된 후에 멈추기 때문에 공명
의 효과와 함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침묵의 공간들은 70분이 넘는 대서사
의 종결을 위해 음악적 긴장을 배가시킨다.

2.3.3. 텍스처

콘클루지오에서는 8성부로 분할된 합창의 소프라노와 테너, 알토와 베
이스가 옥타브로 중복되어 유니즌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성부의 짜임새는
러시아의 합창음악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데 그 웅장한 힘은 압도적이다.
콘클루지오에서의 합창과 오르간은 피아니시모(pp)로

옥타브의 간격을

둔다. 이 성부들은 D장 화음에서 시작하여 포르테시시모(fff)를 향하여 점진
적으로 크레셴도 되며

옥타브에 걸쳐 배치된 D장 화음에 도달한다. 이 강

력하고 극적인 분위기의 종결은 오랜 시간 차분하고 경건하게 진행되었던
본문 후에 들려올 때 훨씬 두드러진 효과를 낸다.
지금까지 패르트가 사전에 설정한 틴티나불리, 리듬, 그리고 텍스처의 측
면에서 <수난곡>을 분석하였다. Ⅲ장에서 고찰하였던 패르트 후기 양식의 특
징들은 <수난곡>에서도 틴티나불리, 단순한 리듬, 드론, 실라빅 세팅, 호모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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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텍스처 등으로 나타난다. <수난곡>에서는 틴티나불리에 의해 선율의 움직
임이 제한되며 중심음 등이 각 역할별로 설정되었다. 리듬의 단위도 역할별
로 사전에 계획된 엄격한 설정에 의하며, 이는 <수난곡>의 음향적 특징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설정들은 텍스트를 다루는
데 있어 음악과 합일하여 ‘말씀’을 전달하는데 목표를 두고 세워진 것들이
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고찰들을 토대로 <수난곡>에서 발견할 수 있
는 음악적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난곡>에서 사용된 선율의 움직음은 M-성부의 중심음에 의해
정해지고 이는 텍스트 각 단어의 음운론적, 의미론적 강세 및 등장인물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즉, 수난사화에서의 중심음은 등장인물에 따라 변화하
는데, 역할별로 나타나는 M-성부의 중심음, 선율, 리듬은 각 인물들의 특
성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중세의 교회음악 전통에서 기피되었던

음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증 도의 선율적 진행 등이 예수와 대립적 관계에 있는
인물인 빌라도와 대제사장, 군중 등의 역할에서 빈번히 사용되었다는 점은
패르트가 의도한 의미론적 전달 방법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수난곡>에서 발견되는 수직적 화음의 특성 중 하나는 중심화음
으로의 지향성과 불협화음에 대한 미해결이다. 이 점이 그의 음악과 중세음
악이 구별되는 가장 확연한 차이다. 중세음악에서 미해결된 불협화음의 사
용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면 ‘노타 캄비아타’(
)가 허용되어 하박의 위치한 음이 불협음정이라 하더라도 하행도
약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패르트의 틴티나불리에서는 상박과 하박에 상관없
이 불협화음정이 허용되고, 이에 대한 해결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틴티나
불리에서 T-성부의 화음은 어떠한 도약진행을 하더라도 역할별 고유한
음의 음들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르간지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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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과 같

은 역할이 되어, M-성부의 선율적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불협화음은 지
속화음(T-성부) 위에서 경과되는 진행으로 여겨진다.
셋째, 패르트의 <수난곡>에서 사용된 임시표의 사용목적은 합창에서 대
사진행을 발생시켜 인물의 부정적 측면을 전하기 위함이다. 중세음악에서
사용되는 무지카픽타(

는 종지의 이끈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나, 선율적 또는 화성적인 증음정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또는
세기 초에 이르러 피카르디

도(

)와 같이

성부 이상의 작품에

서 화음의 성격을 바꾸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 <수난곡>에서 나타나는
유일한 임시표는 합창의 군중이 소리치는 장면에서 사용된 Gs음으로, 이것
은 종지를 위해서도 아니고 선율적, 화성적인 증음정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
s

♮

라 도리어 인접한 성부와의 대사진행(G -G )을 발생시키면서 장면의 극적
인 효과를 위해 사용된다.
이와 같이 패르트의 음악이 음향적으로 중세음악의 분위기를 떠올리게
하고 그의 음악에서 그레고리오 성가를 비롯한 중세음악의 영향을 찾아보게
된다 하더라도 작품의 내적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
세음악과는 엄연히 다른 차별성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면들은 패르트의
음악이 과거를 재연한다는 인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또한 패르트는 중세를 비롯한 전통음악으로부터 선율을 차용하거나 콜
라주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 틴티나불리에 의해 그 음악적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작곡가 스스로 설정한 엄격한 시스템 안에서 음악을 작곡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작곡방식은 초기의 음렬주의 음악과 콜라
주의 시기 동안 훈련된 작곡법적 기술의 연장선으로 이해된다.
패르트의 고음악에 대한 탐구는 옛 전통음악을 동시대에 걸맞은 어법
으로 새롭게 재탄생시켰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과거의 양식을 그대로 재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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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그 안에 틴티나불리라는 자신의 개성적인 어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패르트의 후기 양식을 분석할 때 이러한 내적 구조와 소재만으로는
작곡가의 미학적 입장을 파악하기에 충분치 않다. 즉, <수난곡>의 분석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틴티나불리 시스템에 의한 선율과 화음, 리듬, 텍스처 등
은 패르트가 작품의 내적 구조를 위해 설계한 장치들이다. 다음 장에서는
<수난곡>의 장면들에 부여된 음악의 상징적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작품에
내재된 기독교적 종교성에 대하여 더욱 접근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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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난곡>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상징
이 장에서는 앞서 Ⅲ장의 후기 양식의 특징 중 하나인 음악적 상징이
<수난곡>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147) 패르트는 신
학적 탐구를 통해 요한복음을 자신의 음악적 이상으로 삼았다.148) 또한 패
르트는 어떤 경우든지 작품을 위해 그 주제가 되는 성경본문에 대한 신학적
탐구를 전제하였다. 따라서 <수난곡>의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작
품의 본문이 된 요한복음의 신학적 특징을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패르트의 <수난곡>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상징을 연결해 보고자 한다.

3.1. 요한복음의 신학적 상징
<수난곡>의 작품개관에서 언급했듯이 공관복음으로 알려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의 생애를 시간 순서에 따라 세세하게 서술하는 것에 초점
을 맞추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신 일과 말씀을 탐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는 복음서로, 신학자
들은 공관복음서들의 역사적인 기록을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한
다.149)
어두움과 빛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강력한 은유로 ‘어두움’은 사망을,
‘빛’은 생명을 가리키며 예수께서 스스로 “나는 빛이라” 하신 말씀을 기록하
147) 음악적 상징에 대한 개념 및 유래 등은 Ⅲ장 4절에서 다루었다.
148)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메시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이 성경 요한복음과 요
한계시록에서 특별히 큰 영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의 <세상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곡>, <아멘의 환상>, <그리스도의 승천> 등을 비롯한 대다수 메시앙의 작품에서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 부활 이후의 천상의 모습
이나 심판의 날 등이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었다. 패르트의 요한복음에 의한 음악적 이상
에 대해서는 Ⅴ장 2절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149) 닉 페이지, 『바이블맵』, 김성웅 역, 포이에마, 2008. 466-468.

142

고 있다.150) 또한 요한복음은 예수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이
기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
록한다.151) 즉, 요한복음은 예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
니라,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예수의 정체성에 관한 서술이 주요한 내용을
이룬다.152) 또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의 수난 기록에는 최후의 순
간에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절규나 부르짖음 대신 구약의 예언을 성
취하는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만을 서술하는데, 신학자들은 이를 ‘영광의
순간’으로 해석한다.153)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영광으로 인식하는 사
실은 예수의 정체성을 확증하는 요한복음의 주제이다. 다음은 이러한 요한
복음의 신학적 해석을 패르트가 <수난곡>에서 어떻게 구현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1) 엑소르디움에서의 상징
앞서 <수난곡>의 전체 구성을 다루면서 작품의 시작과 끝에 오는 엑소
르디움과 콘클루지오를 수사학적 배열법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 두 부분은
수난의 서사적인 이야기가 포함되지 않아 수난사화와 구분이 되는 작품의
형식적 틀을 마련해준다. 이러한 형식적 배치는 <수난곡>이 ‘말하기’와 같은
150) 요한복음 8장 12절.
151) 요한복음 12장 1절-8절.
152)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해 공관복음서로 통칭되지만 요
한복음은 이들과 구분되어 이해되고 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6장 48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8장 12절), “나는 선한 목자다”(10장 11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11장 25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14장 6절) 등 공
관복음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드러내며 이에 대한 사람
들의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반응, 성숙하고 바른 반응 등을 기록한다. 즉,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모든 가르침과 표적을 통해 예수의 정체성과 메시아적인 신분을 알리는 데 주력
한다.” 유상섭, 『설교를 돕는 분석 요한복음』, 규장문화사, 2003. 15-16.
153)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친 것을 기록하고 있으나 요한은 이를 전혀 기록하
지 않았다. 유상섭, 37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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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또한 이 부분들에서 사용된 음악적
내용들은 단순히 시작과 종결을 알리는 것이기 보다는 패르트가 전달하고
싶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는 그리스도 수난의 메시지에 관한 상징적인 역할
을 한다.
일반적으로 작품에서 음악의 시작은 큰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부분으
로 인식되기 쉽다. 시작 부분의 음악적 요소들은 대부분 작품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엑소르디움에서는 모든 성부가 높은 음역대
로부터 낮게 하강하는 진행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천상에서 지상으로 강림
하신 그리스도의 수난을 예고하는 상징적 요소로 보인다. 또한

단 화음을

중심으로 하는 화음진행의 긴장은 마지막에 이르러 불협화음으로 종결하는
데, 이러한 종결은 낭만음악의 시대에서 종종 발견된다. 낭만주의의 미해결
된 종결에 대하여 로젠(

)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 영원한 부활에

의 동경의 상징”으로 보았다.154) 이러한 상징성을 <수난곡>의 엑소르디움의
불협화음에 의한 종결에 대입해보면,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요소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여운을 남기고 길게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앞으로 전개되어질
수난사화를 예고한다.
엑소르디움에서 또 하나의 상징은 오르간의 페달음에서 나타나는데, 여
기서 지속음

는 수난 내러티브에서 예수 역할의 중심음이며 복음기자와

빌라도, 군중 등의 합창의 중심음 관계에서 대칭적 관계를 만들어 주는 중
심축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음

는 오르간 페달음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유지되며 엑소르디움의 중심화음이 되는
디

단 화음을 화음으로 만든다. 마

부터 진행되는 단 도를 포함한 불안정한 온음계의 불협화음들은 고통

스러운 수난의 분위기를 형성하다가 마디

에 이르러

단 화음의




화음

154) 로젠은 낭만음악에서 나타나는 미종결되는 종결을 ‘시적인’ 감각으로 간주했다.
Rosen, Charles. The Romantic Gener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41.; 박유미, “내러티브의 단초로서의 음악적 제스처”, 『음악이론연구』
23.2014. 16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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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달한다.


베토벤의 후기와 리스트 등 낭만시대의 작곡가들은 이러한  화음을 많
은 표제적 음악에서 ‘영원’과 ‘구원’을 상징하는 코드로 사용했는데, 해튼(R.
)은 이러한 화음에 대하여 “도달하는  화음(
이라 부르며 초월적 성격의 “구원(

)”

)의 화음”으로 지칭된다고 하였


다.155) 이러한 상징을 엑소르디움의 종결화음 직전에 나타나는  화음에

대

입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인류의 구원의 소망이 된다는 암시의 상징으
로 볼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대로 그 다음 이어지는 불협화음의 종지는
죽음 뒤에 부활하실 예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콘클루지오에서의 상징

엑소르디움에서 나타나는 상징들이 수난사화의 예고편이었다면, 콘클루
지오에서 귀결되는 음악적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수
난의 관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공관
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수난사화에 있어서는 예수의 자기 정체성을 설
명하는 말씀은 나타나지 않는다.
장에서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하셨고,

장

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며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내 재판을 유대인들에게 넘기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키게 한
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 속에서 멸시를 받으며 죽임을 당하는데,
이 장면에서 사도 요한이 18장 이전까지 기록하고 있던 예수의 정체성은 더

155) 박유미, 154-16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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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왕이지만 왕이라는 이름으로 처형당하는 요한복음의
예수의 모습은 왕으로서 모든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
해 영광을 받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156) 유대인들과 로마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이 예수의 목숨을 앗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
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경의 말씀을 하나씩 성취해가며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157)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에서 예수 최후의 순간을 “다 이루었다.”라고 서술하는
부분에 대해 ‘영광의 순간’으로 해석한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난곡>의 콘클루지오를 보면, 피아니시모에서 포르
테시시모에까지 넓은 음역으로 움직이며 나타나는 D장 화음은 그 이전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요소로, ‘빛’으로 오신 예수의 죽음이 영광의 순간
이자 부활의 소망이 됨을 상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158) 다음 [그림
에서 엑소르디움과 콘클루지오의 종결 화음을 제시한다.

[그림 27] 패르트, <수난곡> 엑소르디움과 콘클루지오의 종결 화음
엑소르디움의 종결 화음

콘클루지오의 종결 화음

156) 유상섭, 377.
157) 유상섭, 370-371.
158) 이러한 상징은 바흐(J. S. Bach)의 <요한수난곡>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작품의 마지막
에는 “오 주여, 마지막 날에 천사를 보내시어 나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소
서”라는 합창으로 부활의 소망을 기도하며 끝내고 있다. 바흐의 요한수난곡은 g단조로
시작하여 마지막 합창에서 Eb장조로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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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악학자 뷜로우(

)에 의하면,

이다.159) 콘클루지오에서 D장 화음을 중심으로

은 ‘부활’과 관련된 숫자
단계를 거쳐 상행하는 종

결은 그리스도의 수난을 부활로 종결하는 요한복음 신학의 반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3.2. 십자가의 상징

(1) 화성적 불협화에 의한 상징

르네상스 이후 <수난곡>이 다성화 되면서 많은 작곡가들은 수난의 장
면을 극적으로 표현하는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 왔다. 그에 비해 패르트
의 <수난곡>에서 표현되는 수난의 장면은 비교적 담담한 전개를 해나간다.
그것은 요한복음의 수난에서는 공관복음에서 서술하고 있는 예수의 부르짖
음이나 절규가 기록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또
한 그것은 패르트의 틴티나불리 기법이 지니는 다소 자유롭지 못한 시스템
의 결과일 수도 있으나, 패르트는 그 시스템 안에서 ‘십자가’의 수난을 상징
하는 여러 가지 불협화를 창출해냄으로 음악적 긴장감을 높인다.
패르트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군중의 외침에서 유일하게 Gs의
임시표를 사용하여 대사진행을 만들었고, 그 외에도 증 도를 유발하는 선율
진행, 좁은 음역 내에서 단 도, 증 도, 장 도 등의 음정들을 포함한 밀집된
불협화음으로 ‘십자가’가 내포하고 있는 수난의 상징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159) George, J. Buelow, “Symbol and Structure in the ‘Kyrie’ of Bach's B Minor
Mass”, Essays on the Music of J.S.Bach and other divers Subjects, A Tribute
to Gerhard Herz (New York: 198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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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대구법(

, Chiasmus)에 의한 상징

<수난곡>에서 패르트가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방법은
여러 매개변수를 통해 다층적으로 내제되어 있다. 교차(X), 횡단(+) 등의 뜻
을 가지는 단어 ‘십자가’(

는 그리스도 수난의 서사에서 가장 상징적

인 도구이다. 본래 십자가는 ‘十’자 모양의 표로 고대에는 형벌의 도구 혹은
종교적 상징이었으나 예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는 그리스도교를 나타내는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다.160) 기독교신학에서 십자가는 곧 인간의 대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인한 인류의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십자
가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어 ‘

는 그리스도의 첫 글자이다.161)

패르트는 <수난곡>에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교차’, ‘횡
단’ 등의 개념을 거시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텍스처에서 반영시키고 있다.
우선 엑소르디움과 콘클루지오의 관계에서는 수사학의 ‘교차대구법’이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된다. 교차대구법이란 어구, 아이디어 등의 순서를 뒤집어
반복하는 수사법의 일종으로, “두 개의 선을 X자처럼 교차시킨다.”162)라는
의미를 가진다. 즉 문장의 한 단락을 이루는 말들을 숨겨진 중앙 부분의 앞
뒤에서 대칭적으로 짝지은 대구법을 말한다.163) 특히, 성경에서는 이러한 교
차대구법이 자주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
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태
)와 같은 문장이 이에 해당한다.164)
160)『두산백과』, 검색어 “십자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9928&
cid=40942&categoryId=31575>, [2017년 8월 22일 접속].
161) 백민관, 『가톨릭에 관한 모든 것』,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07. 검색어 “Chi-lota.”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59961&cid=50762&categoryId=51340>,
[2017년 8월 22일 접속].
162) 성일호, “교차대구법(Chiasmus)의 수사학적 기법”, 『歷史와 社會』, Vol.37. 2007. 1.
163) 백민관, 검색어 “Chiasmus"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59941&
cid=50762&categoryId=51340>, [2017년 8월 22일 접속].
164) 성경에서는 광범위하게 교차대구법이 사용되었는데, 교차대구법은 성서 문학의 외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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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르디움에서는

단 화음을 중심으로 합창의 모든 성부는 하행한다.

콘클루지오에서는 D장 화음을 중심으로 상행한다. 이것은 본문을 중심축으
로 엑소르디움과 콘클루지오가 대칭적 구조를 가지는 ‘교차대구법’으로, 거시
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수난곡> 전체의 형식적 틀에 ‘십자가’를 상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엑소르디움과 콘클루지오에서 뿐 아니라 수난사화에서 ‘교차’에 대한 개
념을 상징화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우선 틴티나불리의 두 성부 간의 위
치(

)가 ‘교차’(

주로 상위(

)하여 나타나는데, 후기 양식의 초기에는

) 또는 하위(

)에서 두 성부 간의 위치를 설정하

였던 것에 반해, <수난곡>에서는 교차의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교차’의 방법은 구바이둘리나의 작품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수
난곡>과 같은 해에 작곡된 그녀의 작품 <십자가상의 칠언>(
)에서는 첼로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악기로써, 개방현
위 또는 아래로 움직이며 교차가 생기도록 한다. 콜로포바(V.
는 이에 대해 ‘십자가(C

,
의 음들
)

)의 동기’165)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교차대구법’의 적용은 수난사화에서 대칭적 구조에 의해서도 나
타나는데, 앞서 틴티나불리 기법에서 분석하였듯이 수난사화에서 등장하는
모든

성부 이상의 다성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수난사화의 틴티나불

리를 살펴보면서 호모포니에 의한 외형적 텍스처 안에는 성부 간 상호 반진
행에 의한 대위적 짜임새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독창을 제외
한 모든 다성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짜임새의 특징은 호모포니 텍스처의
단순함을 다소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되어 질 수 있으나, 그러한 목
적에서라면 패르트는 좀 더 다양한 폴리포니의 텍스처를 선택하였을 것이
구조 속에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성일호, 14.
165) Janice Hammer, "Sofia Gubaidulina's Compositional Strategies in the String
Trio and Other Works," (Ph.D.diss., City University of New York, 1994),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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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패르트는 호모포니 텍스처 내에 폴리포니의 짜임새를 배치함으로 수직
적인 대칭적 구조를 만들었다. 즉, <수난곡>은 작품 전체가 수평, 수직적으
로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칭적 구조는 복음기자의 텍스처에서도 나타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패르트는 복음기자 앙상블에서 점진적인 추가와 생략에 의한 텍스처를 같
은 방식으로 네 번 반복하였다. 일반적으로 앙상블에서 튜티가 나오는 부
분은 그 내용에 있어 극적이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패르트의 <수난
곡>에서 튜티는 미리 설계되어 있는 규칙적인 순서에 의해 그 지점이 정해
지고, 내용에 있어서도 수난사화의 여러 장면 중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핵심적이거나 극적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인다. 복음기자의 텍
스처에 나타나는 대칭적 구도는
상 :하의 비율이
적으로

가로 : 세로 =

의 황금비이다. 앞서 제시했던 [표

]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섹션의

의 황금비를 가지는데, 십자가 모양은
이며 이것은 대략
], [표

], [표

], [표

성부의 튜티가 나오는 지점은 텍스처가 반복되는

의 비율인 지점에서이다.

패르트가 <수난곡>에서 이러한 대칭적 텍스처를 통해 십자가를 상징시
키는 것은 요한복음의 신학과도 연결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요
한복음에서 기록하는 수난의 예수는 왕으로서 모든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는
위엄 있는 인물로 묘사되었다. 즉,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관점은 수난 사화의 주
제이면서 요한복음의 신학적 특징이다. 패르트는 이러한 예수의 ‘스스로 선택
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수난사화의 시작에서부터 ‘십자가’를 표상하는 대칭
적 구조를 통해 상징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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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형에 의한 상징

패르트는 수난사화의 마지막에서 예수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기 직
전 복음기자의 서술을 악보상 십자가의 도형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형태는 구바이둘리나의 악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녀의 작품 <십자가상의 칠언>에서는 현악부의 모든 성부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 반진행함으로써 십자가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에 대해 스미스(
)는 “구바이둘리나가 십자가의 상징을 표현하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
보다는 십자가의 이미지 자체를 음악으로 구현하려는 것이며, 이것은 러시
아정교의 전통에서 기도나 찬송, 예배의식과 이콘 등을 통하여 십자가의 상
징을 나타내는 것에서 영향을 받은 것”166)이라고 보았다.
<수난곡>의 리허설번호

에서는 두 개의 십자가 도형이 악보에서 시

각적인 상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시각적인 십자가의 형상은 위에 언급했
듯이 러시아정교에서의 이콘의 형상화로 이해 될 수 있다. 이콘이란 러시아
정교에서 보이지 않는 거룩한 존재를 인간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가시적인 형상이기 때문이다.167)
정교에서는 본래 신학적 설교보다는 그림으로 표현한 신학을 통해 자
신들의 믿음을 정리하고 표현하기를 좋아했다. 그것의 배경에는 정교의 ‘부
정신학’이 근거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러시아정교에서는 동방교회로
부터 내려온 신학의 전통에 의해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서술하는 것을 방
자한 행위로 여기고 신자의 영적 체험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식론적 원리
로 가르쳐왔다. 하나님은 너무도 위대하고 높은 존재이므로 인간의 그 어떤
언어도 모든 존재들 위의 존재인 창조주를 파악할 수 없다는 개념이다. 즉,
166) Jenna Smith, “Sofia Gubaidulina’s Violin Concerto Offertorium: Theology
and Music in Dialogue,”(D.M.A.diss., University of Montreal, 2010), 33.
167) 석영중,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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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은 ~이시다.’ 라고 정의내릴 수 없는 존재이며, 오
직 ‘하나님은 ~가 아니시다.’ 로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 부정신학의 요점
이다. 정교에서는 개인의 영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삼위일체의 존재에 대하
여 묵상하지만, 그 내용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이콘과
같은 상징적인 도구를 사용한다. 화이트먼(

)은 러시아정교

의 전통과 패르트 음악 사이의 이콘 개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콘은 비례, 색의 배치, 주제 및 재료의 엄격하고 정확한 규칙과 심
오한 영적 영감으로 만들어진 예배의 시각적 대상인 반면, 패르트는
음고, 리듬, 음색 및 텍스처의 긴밀하게 구성된 공식의 조직적인 프레
임워크 내에서 작업한다. 이콘 아티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아르보 패르
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작업에서 신성한 영감을 추구하는 확고한 의
지를 고수한다.”168)

비평가들은 종종 패르트의 음악이 들려주는 영성의 신비를 침묵의 미
학으로 받아들였다. 이콘이 시각적인 침묵의 설교라고 한다면, 패르트의 음
악은 청각적인 침묵의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68) Carol Whiteman, Passio: “The Iconography of Arvo Part”, (Ph.D. diss.,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1997),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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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난곡>에서 나타나는 패르트의 음악미학
1. 침묵(

)의 미학에 의한 초월적(

)신비의 발현

패르트의 음악에서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음악적 재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보면,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다. 청취자들은
그의 음악에서 ‘침묵’을 듣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틴티나불리 기법에 의한
화음 후에 쉼의 마디를 통해 그 울림이 지속되는 ‘공명된 침묵’(r
)을 듣는 것이다.
<타불라 라사>의 예를 들어보면, 작품제목은 라틴어로 ‘빈 석판’이란
뜻을 지닌 ‘백지’라는 의미로, 이는 감각적인 경험을 하기 이전의 마음의 상
태를 가리킨다.169) 이 작품은 ‘루두스’(Ludus 유희)와 ‘실렌티움’(Silentium
정적)이란 두 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170) 이 중 루두스는 카덴자를 포
함한 8개의 변주곡이며 도입부는 바이올린
고

음을 강하게 연주한다. 그 다음

가 네 옥타브의 간격을 두
)의 마디를 통해

그 음향의 여운은 차차 사라진다. 이 곡에서는 주제의 제시가 끝나거나 각
변주곡이 마칠 때마다 이러한 전체 휴지부가 등장하여 긴 여운을 남긴
다.171) 앞서 언급되었지만 음악에는 ‘공명’이란 것이 있어서, 이것은 깊은 묵
음의 사이에서 흘러 나와 청취자를 감동시킬 확률이 높고 마치 음악이 침묵
169) 임석진 외 3명,『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http://terms.naver.com/entry.nhn?
docId=388838&cid=41978&categoryId=41985>, [2018년 1월 12일 검색].
170) 패르트는 이 작품에서 종소리의 음향을 강조하기 위해 스물 다섯개의 흰 건반과 연결
된 현에 각각 0.6인치의 볼트를 삽입하도록 했으며, 특히 중간음역(C4-F5)의 온음들은
모두 프리페어드 피아노를 위한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171) <타불라 라사>의 초연에 대해 패르트의 아내 노라는 첫날 리허설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
다. “연주자들은 그 작품을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 곤란해 했다. 악보는 음표보다 빈 공간
이 더 많았다. 그들은 ‘음악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다.” <타불라 라사>가 명성을 얻고
난 후에 노라는 “연주가 끝났을 때의 침묵 속 고요함은 이전에는 결코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하였다. CD liner notes, Tabula Rasa (ECM 1275,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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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뿜어져 나왔다는 감각을 만들어낸다.
패르트는 <수난곡>에서 텍스트에 의해 만들어진 악구의 끝에 항상 쉼
의 마디를 두어 여운을 남긴다. 이러한 쉼의 마디는 패르트의 작품 어디에
서나 등장하는 것이지만, <수난곡>에서는 더욱 그 의미가 특별하다. 엑소르
디움과 콘클루지오에서의 장엄한 분위기의 합창은 쉼의 마디에 의한 공명으
로 완성이 된다. 또한 [악보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난사화의 마지막에

서 페르마타가 포함되어 긴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이 작품을 ‘말씀의
묵상’과 함께 더욱 특별한 감동으로 만든다. 한 시간이 넘는 연주는 마침내
종결에 이르고 긴 침묵 속에서 그리스도 수난의 의미를 묵상하도록 하며,
이어지는 콘클루지오의 D장 화음의 등장을 더욱 대비시켜 요한복음이 전하
는 부활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악보 43] 패르트, <수난곡> 리허설번호 120.

‘침묵’은 러시아정교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앞서 ‘부정신학’의 개념을 언
급하면서,172) 정교에서는 말에 의한 설교보다는 오히려 이콘을 침묵의 설교
로 여기며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침묵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으로
172) 1장 서론 4쪽 각주 11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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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비움’의 ‘케노시스’를 통한 ‘헤시카즘’173)이 되는 것이다. 동방교회의 신
학에서 ‘케노시스’는 그리스도의 ‘자기비움’, 그 비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을 드러내는 성스러운 신비를 의미한다.174) 이러한 케노시스는 비합리적이
고 예술적인 러시아민족의 정서와 결합하여 ‘역설의 신학’이라고 불리는 현
상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비움으로써 가득 차고 낮춤으로써 올려지고 죽음
으로써 영원히 살게 된다는 개념이다.175) 패르트 음악에서의 ‘침묵’은 이러
한 정교사상의 의미를 가지고 형상화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에게 있어 침묵이란 신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원천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에서의 쉼은 신성한 것이다. 침묵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양식(養食)인 것이다. 이 양식은 숨을 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176)

패르트는 침묵에 대하여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편으로 침묵은 비옥한 토양과 같다. 토양은 창조물의 씨앗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침묵은 내면의 감정에 접근해야 한다.
외부적인 혼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 영혼의 침묵은 매우 중
요하지만 달성하기는 어렵다.”177)

173) ‘헤시카즘’은 초기 그리스 교부들의 사막 고행에서부터 기원하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말한다. 이것은 침묵과 관조, 금욕과 고행의 상태에서 신의 빛을 체험하고자 하는 정교의
신학적 개념이다. 이덕형, 493.
174) 곽승룡, 『도스토예프스키의 비움과 충만의 그리스도』, (서울 : 가톨릭출판사), 1998.
13-22.
175) ‘케노시스’의 원리는 성경에서 마태복음 20:1-16절의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마가복
음 10:43-44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등 그리스도
의 가르침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176) Leo Normet, Perspectives on Arvo Pärt after 1980, The Cambridge
Companion to Arvo Pärt, Shenton, ed., (Cambridge Companion press. 1988), 35.
177) Tom Heuzenga, an interview with Arvo Pärt, "The Silence and Awe of
Arvo Pärt," NPR Music, June 2, 2016.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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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에서 보면 패르트는 침묵에 대해서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할 잠
재력을 가진 ‘비옥한 토양’으로 여긴다. 또 그는 내면의 침묵을 강조하는데
이는 내면의 고요함을 통해 바른 언어,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고양되어
야 하는 평온함이다. 패르트의 음악에 나타나는 묵상의 분위기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내면성의 미학을 들려주며 종종 ‘초월적 신비’ 또는 ‘신성한’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게 만든다. 패르트가 표현하는 침묵의 미학은 단지 심
리적인 평안함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말씀의 묵상을 통한
신실한 신앙’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의

신학부는 패르트에게 이례적으로 신학 박사학위를 수여했고, 당시 학위수여
식에서 축하강연을 한 신학자 호핑(

)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패르트의 ‘틴티나불리’ 음악을 깊이 관통하
고 있다. 그의 성스러운 음악은 음악의 시학적인 형태를 한 신학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음악은 청자를 ‘침묵의 고요’로 이끈다. 그 안에서
듣는 이는 인간이 내는 소리가 아닌 또 다른 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178)

호핑의 말은 패르트의 침묵의 미학이 그저 감상적인 차원에서가 아니
라 신앙의 깊은 영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르트가 자신의 음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바는 러시아정교의 부정신학에 입각하여 인간의 능력으로
는 표현할 길 없는 초월적 존재인 신에 대해 내면의 깊은 성찰을 통해 침
묵의 언어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178) Helmut Hoping, “Musik aus der Stille des Schweigens: Die musikalische
Theologie des estnischen Komponisten Arvo Pärt.”, Stimmen der Zeit, Bd.
225, 2007, 67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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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씀’(

)의 음악적 형상화 : 이콘의 음악화

패르트는 그의 음악이 연주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스
스로에게 묻는다.179) 이러한 패르트의 영적인 면에 중점을 둔 삶의 증명은
그의 작품에서 드러난다.

년 이래로 지금까지 작곡된

여 편의 작품

들 중에서 텍스트가 없는 것이 거의 없으며, - 특히, 서방세계로 이주한
년 이후 - 그것은 성경이나 기도문, 또는 교파를 초월하여 권위 있는
기독교 신학의 저술에서 가져온 텍스트들이다. 그러나 단순히 기독교적 가
사를 선택했다는 것뿐 아니라 그가 작품 속 텍스트를 다루는 방식은 러시아
정교음악이 추구하는 ‘가사를 잘 전달하기 위한 음악의 절제’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는 점에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음악을 말씀에 담겨 있는 진리를 표현하는 수단
의 하나로 인식하였다.180) 멜로디가 새롭게 창작되기보다는 거의 동일한 멜
로디가 오래도록 구전되었는데, 동일한 멜로디를 반복하고 암송함으로써 초
월적 실재에 대한 외경심을 갖게 하는 방식이다.181) 이것은 단순하고 반복
적이며 기억하기 쉬운 형태 속에서도 표상될 수 있는 ‘누멘(

)적 요

소’182)의 하나이다.
179) Richard Hillert, "The Liturgical Choral Music of Henryk Gorecki and Arvo
Pärt," Cross Accent 7, 1996. 19.
180) 이덕형, 『비잔티움, 빛의 모자이크』, 240.
181) Ibid.
182) “루돌프 옷토(Rudolf Otto, 1869∼1937)는 종교체험의 비합리적(irrational) 요소와
성스러움(das Heilige)의 의미를 밝히고 종교를 주정주의(主情主義)적 입장에서 접근하
였다. 옷토는 종교에는 명확한 개념적 이해나 언어적 표현을 초월하는 어떤 비합리적 요
소가 확실히 있으며,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누멘적 감정’(Das numinöse Gefühl)이라고
부르고 있다. 누멘(Numen)이란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대상으로서 신성한 것이면서 말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 비합리적인 것이다. 옷토의 이러한 입장은 서구 그리스도교
가 합리주의적 영향 속에 교리와 신학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주지주의(主知主義)적 경향
을 탈피하고, 종교체험이란 결코 다른 어떤 체험으로 환원될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종교체험에는 ‘성스러운 것’(the Holy, the Sacre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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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잔티움 성가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정교의 예배도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전례문의 충실한 전달에 초점을 맞춘다. 정교에서 노래를 수반하지
않는 전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규모 성가대, 회중찬송, 단선율의 서창(
) 등 음악이 예배의 모든 부분에서 사용되지만 이들은 텍스트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다루었다.183) 패르트는 가사를 취급하는 방식에 있어 텍스트와 음
악의 긴밀성을 강화하는 대신, 즉, ‘말씀’의 주관적 해석에 의한 표현을 가
급적 피하고 텍스트가 지닌 음운론적, 의미론적 강세와 음악을 일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패르트의 작품은 음악의 ‘언어적 기능’보다는 ‘추상성’을 강
조하는 결과가 되어 라틴어나 슬라브어 가사의 의미를 모른 채로도 그 음악
이 지닌 음향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패르트의 사상은 독일의 철학자 헤겔(

,

)의 음악미학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헤겔은 가사가 없는 기악음악을
‘자립적 음악’(

)184)으로 분류하며, 이것은 음악 자체로

서는 감상자에게 충분히 미적 쾌감을 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음악은 공
허해지고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185) 그러므로 음악이 표현해야 하는 것은
종교성이며 이러한 음악의 종교성을 중세의 교회음악에서 찾았다. 그는 또
교회음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교회음악은 개별적인 주관적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인 뜻을 전하는 실체 내용이나 공동체의 보편적인 느낌 등 전체적인
자기 현현(顯現)을 감지하고 느낄 수 있는 ‘누멘적 감각’(sensus numinis)이 선험적(a
priori) 능력으로 인간 내면에 공통적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종교를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것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루돌프 오토, 『성스러움의 의미』, 길희성 역. 분도
출판사, 1999. 75.
183) 석영중, 256.
184) 헤겔의 자립적 음악이란 오로지 선율, 리듬, 화성 등의 음악적인 요소만으로 주제를 만
들고, 전개, 발전시켜 완성하는 음악을 말한다. 게오르그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헤겔
의 음악미학』, 김미애 역, 느낌이 있는 책, 2014. 162-163.
185) Ibid.

158

것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사건 자체를 보고하는 형태가 아니고, 대부
분 서사적인 순수한 면에 머무른다. 이러한 교회음악은 예술의 경지
를 최고로 심오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끌어올린다.”186)

고대의 철학자들에게 음악과 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음악은 텍스트의 본문을 중요하게 다루었고 음악을 제대로 받아들
이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필요했다. 음악을 우주의 신비로운 조화이자 본질
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는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의 그리스 고전음악이론187)처
럼 카파도키아 교부 중의 한 명인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음악 속에 ‘심오
한 신비’가 은폐되어 있고, 멜로디는 세계의 성스러운 진리를 표현하는 도
구라고 생각했다.188) 다시 말해 동방정교에서 음악은 ‘말씀’으로서의 ‘로고
스’189)에 담겨있는 성스러운 진리를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로 인
식되었다.190)
년에 작곡된 패르트의 <프린씨피오>(

)191)는 신약성경 요

한복음의 서문을 라틴어 텍스트로 설정하였다. 요한복음

장

절, ‘태초에

186) Ibid.
187) 피타고라스(Pythagoras, BC 580-500)는 만물이 수의 질서에 따라 이루어져 있다고
보며 우주의 움직임 역시 음악과 같이 수학적 비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우주
의 음악’(Musica Universalis)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플라톤(Platon, BC 428-348)은
이러한 추리를 바탕으로 음악과 수를 인간과 영혼의 조화라는 윤리적 성격으로까지 확대
시켜 음악은 철학자에게 세계의 신비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텍스트가 필요하고, 텍스트가 없는 음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W. 타타르키비츠, 『타타르키비츠미학사1-고대미학』, 손
효주 역. 미술문화, 2005. 229-249.
188) 이덕형, 『비잔티움, 빛의 모자이크』, 240.
189) 그리스어 ‘로고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신학의 기본 용어로 진리, 언어, 이성, 법
칙, 설명 등 그 의미는 다원적이다. 이것은 정념(情念) · 충동 · 정열 등의 의미를 가지는
‘파토스’(pathos)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그리스어로 ‘말하다’를 뜻하는 동사의 명사형이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검색어 “로고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9873&cid41799&categoryId=41800>,
[2017년 7월 27일 접속].
190) 이덕형, Ibid.
191) ‘Principio’는 Arvo Part Center에서 출판한 첫 번째 책 제목으로, 이 책에는 패르트
작품 전체의 텍스트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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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이 계시니라’(

)로 시작하는 텍스트는 패르트

후기 작품의 이해에 단초가 되며 또한 기독교신학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
서 ‘말씀’이란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표현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신성하며
또한 창조적인 의미이다.192)
신학자 부테네프는 자신의 책 『아르보 패르트. 침묵으로부터』에서 패
르트의 음악과 말씀의 개념을 연결시킨다. 그는 패르트가 요한복음에 기록
된 말씀(로고스, 성육신 된 예수)의 개념을 자신의 음악에 깊이 투영시켰다
고 주장했다.193) 또 말씀은 선율의 흐름을 좌우하고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일 뿐 아니라 패르트의 음악에서 가장 중요하며, 거룩한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성한 것이라고 설명한다.194) 패르트는 이 개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근원으로
하는 자신의 작곡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밝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 신성
한 정의는 말씀이 없다면 세상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
로 모든 것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다. 나는 이 개념이 텍스트로만
전달되어서는 안 되며, 음악의 모든 음들 뿐 아니라 그 생각과 근원
에서부터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틴티나불리] 기법의 근원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에서 시작되었다.”195)

또한 패르트는 작곡과정에서 텍스트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한 자신의
특징을 단순하고 간결하게 표현했다. “그 말씀은 내 음악을 작곡한다.”196)
192) 가스펠서브, 『라이프성경사전』, 생명의 말씀사, 2006. 검색어: 로고스. [2017년 7월 27
일 접속]
193) Peter C. Bouteneff, Arvo Pärt Out of Silence, St. Vladimir's Seminary Press,
2015. 70-71.
194) Bouteneff, Ibid
195) Enzo, Restagno, Leopold Brauneiss, Saale Kareda and Arvo Pärt. Arvo Pärt
in Conversation Champaign: Dalkey Archive Press, 201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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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내 음악은 마치 ‘말씀’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 것처럼, 즉 음악의
언어로 말한다.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것은 텍스트 자체에 잠재적
인 음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는 곧 자신의 음악을 가지
고 있다.”197)

위의 말에 대해서 부테네프는 “패르트가 성경의 ‘말씀’을 ‘음악’으로 ‘번
역한다.’(

)”198)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정교에서 사용하는

‘이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교에서는 이콘을 “구체적인 형상 이미지
로 초월의 세계를 ‘번역’하는 조형 언어”199)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패르트의
후기 양식을 ‘이콘의 음악화’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
시한 것이다. 앞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예수와 성인들의 도식화된 성화인 이
콘은 정교에서 명상의 도구로써 작용하며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
도’와 같이 이콘에 대해서 “결코 볼 수 없는 존재가 가시적인 형상으로 나
타나는 것”200)의 이치로 해석하며 ‘이미지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201)
이제 부테네프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패르트의 음악을 ‘정교신학의 음악적
번역’ 즉 ‘이콘의 음악화’로 개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해본다.
먼저 이콘이 화가들에 의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전해
지는 엄격한 회화의 규칙을 따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교
에서는 화가의 상상력에 따라 묘사되는 이콘을 금지하고, 이콘화가는 전통
196)
197)
198)
199)
200)
201)

Toomas Siitan, In Principio, (Estonia: Tallinn Book Printers, 2014). 13.
Ibid, 11.
Bouteneff, 72.
이덕형, 546.
이덕형, 457.
이덕형,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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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전해지는 ‘이콘 규범집’(

)에 의해 작품을 제작한

다.202) 그러나 이러한 규범들이 이콘 제작을 제한하고 규범화하고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정교의 전파와 토착화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별, 시대별 편차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이콘은 동일한 원형을 ‘복사’한다기보다는 자
의적 해석이 가미된 ‘번역’으로 보는 것이다.203)
이것을 ‘이콘의 음악화’라는 관점에서 패르트의 후기 양식에 대입하여
생각해보면, 그의 ‘틴티나불리’의 시스템은 작곡과정에서 지침이 되는 일종
의 규범이 되는 것이다. <수난곡>의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르트가
사전에 설정한 제한된 시스템들 역시 스스로 부여한 러시아정교 신학 안에
서의 규범이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콘의 규범에 대해 주목하여 패르트
의 <수난곡>을 관찰하게 되면 또 하나의 해석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위해
먼저 이콘의 규범에 대해 소개한다.

“인물을 형상화하는 얼굴의 형태, 표정과 시선, 의상과 옷의 주름, 손
의 자세, 후광 등과 인물의 배경을 구성하는 산, 바위, 선물 등이 가
시적인 조형 언어라고 한다면, 화면 전체의 선이나 윤곽의 리듬, 기하
학적 대칭과 비례, 색채 대비 등과 같은 요소들은 보이지 않고 은폐
된 조형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콘에서는 이러한 조형언어의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장치들이 ‘전승’에 의해 관례화 내지는 규범화 되어 있
다.(....중략) 이콘의 기하학적 비례는 화면 전체의 안정감과 대상과 인
물들 사이의 조화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이콘의 기본적인 서술구조하
고 볼 수 있다.”204)

202) 이콘 제작에는 많은 규칙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예를 들어, 이콘은 르네상스 회화
에서의 명암과 같이 빛의 효과를 반영하지 않는다. 광원은 그리스도나 성인의 후광으로
상징되거나 또는 표상된 인물의 정신이나 내면 속에 존재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명암기법
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 원리이다. 이덕형, 495.
203) 이덕형, 548-549.
204) 이덕형,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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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에서처럼 이콘에서는 전경과 배경 사이의 거리감, 형상화되는
대상 각 부분의 요소들 사이에서의 비례 관계가 중시되었다. 이것은 초월자
인 신이 모든 존재를 수와 비례 속에서 질서화하고 있다는 중세 기독교예술
의 반영으로, 이콘 화가는 초월적인 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우주 조화
의 원리를 기하학적인 형태의 가시적인 상징으로 이콘 속에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205)
이제 이것을 <수난곡>에 대입하여 생각해보면, ‘말씀’의 강세를 위해
설정된 틴티나불리 기법의 시스템, 리듬의 단위 등은 일종의 ‘이콘의 음악
화’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수난곡>의 분석을 통해 패르트가
‘말씀’의 효과적인 전달을 목표로 각 단어를 음절 단위로 다루었으며, 각 문
장의 의미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세부적인 음악설정을 섬세하게
처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말씀’을 음악
으로 형상화하는 도구로써의 틴티나불리의 시스템을 ‘음악의 신학’이라는 개
념으로 연결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한다.206)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패르트의 후기 양식은 그의 신앙에서 비롯
된 기독교적 가치관과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후기 양식
에서 러시아정교의 역할은 패르트만의 개성적인 음악어법을 만들어 내게 된
동기이자 그 목적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5) 이덕형, 540.
206)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신학부에서 그에게 이례적으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사실도 이러
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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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 영성의 음악적 발현
본 논문은 아르보 패르트의 후기 양식 중 하나인 <수난곡>에 관한 연
구로, 그가 고안한 틴티나불리와 텍스트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이
를 통해 나타나는 그의 음악미학을 고찰하였다. 필자는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써 활용되는 틴티나불리의 의미와 그 미학적 입장을 밝히는 것을 연
구의 목적으로 삼았으며, 이에 대해 그의 후기 양식에 대해 작곡가의 종교
적  음악적 가치관에 더 근접한 이해와 해석을 제시하고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후기 양식이 생성되기까지 그가 겪어내야 했던 소비에트
체재 아래에서의 시대적, 사회  문화적 환경과 아방가르드 작곡가로서 동시
대 음악어법을 훈련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는 <사도신경>의 발표 이후 소
비에트의 반종교정책에 의해 침묵의 시기를 보내는 동안 러시아정교의 신자
가 되었고 이러한 삶의 변화는 작곡가로서도 새로운 방향전환을 하는 계기
를 마련해 주었다. 그는 중세를 비롯한 옛 전통음악을 탐구하였고

년

에 이르러 틴티나불리에 의한 후기 양식의 첫 작품을 발표하였다.
Ⅲ장에서는 그의 후기 양식에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을 전통적 종교음
악의 영향, 틴티나불리 기법, 그리고 음악적 상징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패르트가 중세를 비롯한 전통음악에서 탐구하였던 영역은 무엇보다 텍스트
를 다루는 방식이었다. 그는 ‘말씀’ 그 자체의 운율을 살려 전달하는 것을
음악적 이상으로 삼았다.
세기 이후 등장한 수많은 음악 사조들이 확장시킨 음색과 음향의 세
계에서 패르트는 러시아정교의 종소리에서 영감을 얻어 틴티나불리를 고안
해냈다. 선율적 성부와 하나의

화음으로 구성된 틴티나불리는 매우 단순한

원리를 가지기 때문에 선행된 연구에서는 가시적인 이해에 그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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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었다. 필자는 패르트에게 영감을 주었던 ‘종의 울림의 변화’에 주목
하여 틴티나불리의 두 성부가 결합되었을 때 울리는 ‘수직적 화음의 변화’
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이것은 음악의 강세, 특히 텍스트를 다루는 작품에
서는 단어와 문장의 음운론적, 의미론적 강세와 연관이 깊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음악적 특징들을 토대로 <수난곡>을 분석하였다. 간
결하면서도 명백한 양식의 틴티나불리 기법의 작품은 서방세계로 이주한 후
년에 작곡된 <수난곡>에 이르러 그 정체성을 더욱 확립하게 된다. <수
난곡>에서의 틴티나불리 기법은 등장인물의 각 역할별로 두 성부의 특징이
나타나고 이 외에도 중심음과 수직적 중심화음 등이 사전에 설정되었으며
다양한 음역의 사용과 성부의 결합으로 야기되는 음색적 변화가 특징이다.
이는 ‘종의 울림의 변화’를 구현하는 패르트의 방식인 동시에 텍스트를 다
루는 도구로써의 역할을 한다. 이렇듯 틴티나불리 기법에서는 두 성부의 결
합된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선행연구에서는 그 관찰
이 미비하였다.
그는 <수난곡>에서 요한복음의 텍스트를 사용하였는데, 대서사는 종결
부에 이르러 강력한 어조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활의 승리로 확신하는 상
징적 표현으로 끝맺는다. 본 논문에서는 <수난곡>을 틴티나불리 기법, 리듬,
텍스처의 측면에서 분석하며 텍스트를 다루는 방식에서 이들이 어떠한 역할
을 하는지를 고찰해보았고, 이를 통해 패르트가 단순히 러시아정교의 종소
리를 음향적으로 상징화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매우 섬세하고 타당한
‘음악적 강세’를 설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 수난의 최후에 대해 ‘영광의
순간’으로 해석하는데, 패르트의 <수난곡>은 이러한 해석을 위해 작곡과정
의 시작단계에서부터 구성과 텍스처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을 다층적으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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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하게 설계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Ⅴ장에서는 <수난곡>에서 나타나는 패르트의 음
악미학을 고찰해보았다. 패르트는 러시아정교에서 침묵과 평온으로 정의되
는 ‘헤시카즘’을 음악에 실현시키기 위해 자신이 고안해낸 틴티나불리에 의
한 ‘침묵의 미학’을 작품 속에 투영시켰다. 그의 음악에서 침묵의 순간은 초
월적 존재인 ‘신에 대한 외경심’과 깊은 ‘내면의 성찰’을 위한 묵상으로 이
끌며 ‘역설의 신학’으로써 기능하는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침묵의 미
학과 더불어 패르트의 후기 양식을 ‘말씀의 음악적 형상화’라는 관점에서
러시아정교에서 상징적 도구로 여기는 이콘에 대입하여 ‘이콘의 음악화’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패르트는 후기 양식의 작품을 통하여 ‘어떤 음악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
해 꼭 그렇게 많은 재료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제기시켰다. 그는 소수의
음들과 하나의 화음만으로 틴티나불리의 원리를 고안했다. 패르트는 동시대
의 경향 안에 자신의 작품을 카테고리화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여
러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지만,207)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평가와 음악
학자들이 그의 후기 양식을 ‘미니멀리즘’의 관점에서 다루었던 이유는 작품
에서 그의 개성적인 축소방식, 즉 ‘제한된 소재의 사용’으로 음악적 재료를
압축시키는 방식을 발견하기 때문이다.208) 이러한 관점은 틴티나불리 기법
207) Jamie McCarthy, “An Interview with Arvo Pärt.” The Musical Times 130
(March 1989), 63-64.; Martin Elste, “An Interview with Arvo Pärt.” Fanfare 11
(April 1988), 337-341.; Geoff Smith, “An Interview with Arvo Pärt; Sources of
Invention.”, The Musical Times, Vol. 140, No. 1868(Autumn, 1999), 19-22. 등의
인터뷰에서 패르트는 말한 바 있다.
208) 음악학자들은 패르트를 비롯하여 20세기 후반 등장한 구레츠키(H. Górecki, 19332010), 태브너(J. Tavener, 1944-2013), 칸젤리(G. Kancheli, 1935-) 등의 작품경향에
대하여 ‘성스러운 미니멀리즘’, ‘신비한 미니멀리즘’(mystic minimalism), ‘영적 미니멀
리즘’(spiritual minimalism), ‘신성한 미니멀리즘’(sacred minimalism) 등으로 설명하
곤 한다. 이 용어들은 위키피디아와 그로브 음악사전에서도 확인된다. 위키피디아, 검색
어 “Holy minimalism”, <https://en.wikipedia.org/wiki/Holy_minimalism>, [2017
년 11월 20일 접속.]; Keith Potter, “Minimalism,”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2nd ed. 2001, 16: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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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복이라는 소재와 결합되어 미니멀리즘이 추구하는 즉각적인 이해의 단
순함(

)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그 음악의 목적성은 음악학자들에게 ‘성스러운 미니멀리즘’과 같
은 카테고리를 만들게 하였다.209)
그러나 그의 후기 양식과 러시아정교 사상의 연계성을 연구한 결과, 그
의 후기 양식이 내포하는 내면적인 종교성의 구현과 미학적 가치에 대하여
‘성스러운’, ‘신성한’, ‘영적인’ 등의 수식어만을 덧붙여 미니멀리즘 작곡가로
치부하는 것은 다소 피상적인 접근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패르
트의 음악에 나타나는 묵상의 분위기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내면성’의
미학을 들려주었으나 그간 러시아정교에서 비롯된 실체적인 접근 방식보다
는 음악적 재료를 취급하는 방식을 주목한 결과 대개 ‘미니멀리즘’ 작곡가
로 치부된 것으로 보인다. 패르트의 음악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내면적인 미
학이며 패르트의 음악을 선호하는 청취자들이 작품에서 발견하게 되는 아름
다움은 그 음악이 전달하고 싶은 ‘말씀의 묵상’과 그 진리에 담긴 영적인
(

위로와 감동인 것이다. 패르트 후기 양식에서의 변화는 그의 자

발적이고 내면적인 고요함 속의 훈련을 거쳐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정교의 종소리를 음악에서 구현하였던 작곡가들은 음악사를 통해
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라흐마니노프, 림스키 코르사코프, 쇼스타코비치
209) Paul Griffith, Chp.17, “Holy minimalism”, Modern Music and aft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257-260; David Dies, “Defining ‘Spiritual
Minimalism’,” in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Minimalist and
Postminimalist Music, edt. by K. Potter et al., Ashgate, 2013, 335.; Quincy
Dobbs, “Holy minimalism: A performer's analysis and quide to the solo organ
works of Arvo Pärt”, D .M .A .diss., Arisona State University, 2000; Terry
Teachout, “Holy minimalism”, Commentary, Vol. 99, Iss. 4, (Apr 1995), 50;
Maria Cizmic, “Transcending the Icon: Spirituality and Postmodernism in
Arvo Pärt's Tabula Rasa and Spiegel im Spiegel”, Twentieth-Century Music,
Vol. 5, Iss. 1, (Mar 2008), 45-78. 등에서 패르트의 음악을 “성스러운 미니멀리즘”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이민희, “미니멀리즘 음악의 수렴하고 발산하는
정의들에 관한 고찰”,『서양음악학』, Vol. 43, 2017, 185-187. 에서 패르트의 음악을
‘영적 미니멀리즘’으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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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그들의 작품에서 러시아정교의 종소리를 표현하였고 근래의 작곡가들
도 오페라나 오케스트라에서 표현의 극대화를 위해 악기로써 벨을 사용하곤
한다. 그러나 제한적인 표현을 위해 종소리를 사용한 그들과 달리 패르트는
‘종소리’를 곧 자신의 후기 양식으로 삼았고 더 나아가 ‘말씀을 전달하는 시
스템’으로 최적화시켜 러시아정교의 전례음악을 ‘숭고한 예술음악’으로 승화
시켰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그의 작품은 종교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위안과 명상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한다. 사실 이러한 외적인 형식은 거룩한 존재의 실체
와는 무관하지만, 상징의 방식은 인간이 신에 대하여 완전히 알 수 없고 정
의 내리지 못한다는 거리감에 있어서는 그 ‘숭고함’(
)이 발현된다. 극복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인 신과의 조우는 음악
이 감각적 측면 외에는 숭고함을 논할 바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
상적인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순차진행의 선율이
화음의 성부와 다양하게 결합한 틴티나불리의 물리적인 음향 자체는 패르트
의 종교성을 드러내는 진정한 근원은 될 수 없는 것이다. 칸트는 거대함에
서 비롯된 물리적 숭고보다는 주관이 느끼는 정신적인 고양을 체험케 하는
숭고를 더 우월하다고 하였다.210) 이러한 칸트의 숭고론을 음악에 적용시킨
개념으로 쉴링(

)211)은 “숭고한 것은 단순한

것이 틀림없고, 아름다운 것은 장식적이고 치장된 것일 수 있다.”212)라고 하

210) 칸트는 자신의 책『판단력 비판』(Kritik der Urteilskraft)에서 숭고를 물리적인 것에
근거한 ‘수학적 숭고’와 정신적인 것에 근거한 ‘역학적 숭고’로 분류하였으며, “숭고한 것
은 단순한 것이 틀림없고, 아름다운 것은 장식적이고 치장된 것일 수 있다.”라고 하였다.
칸트, 이재준 역.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감정에 관한 고찰』, 책세상. 2005. 17.; 김상
현, 『칸트 : 판단력 비판』,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5. 128-129.
211) Gustav Schilling(1805-1880), 음악비평가이자 이론가. 1839년과 50년 사이에 미학,
화성론, 피아니즘과 작곡가들을 포함한 주제를 다룬 책들을 출판. 연주 이론과 음악이
론사의 발전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는 칸트의 수학적 숭고와 역학적 숭고
에 대해 ‘외연적(extensiv) 숭고’와 ‘내연적(intensiv) 숭고’로 새로 명명하였다.
212) 칸트, Ibi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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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음악은 지적인 훈련과 이해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경이로움과 감탄을 경험하는 ‘숭고’의 작품이 있는 반면, 청
자가 음악에 대한 세세한 지식이 없어도 전체적으로 숭고한 효과를 그대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있다. 물론 작품이 훌륭할수록 양쪽의 특
징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어느 것이 음악의 목적성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가
에 따라, 그리고 청자가 작품이 겸비한 물리적 요인에 주목하는지 아니면
주체의 정신적인 면에 주목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의 결과를 가진다.
후자의 숭고는 ‘영혼과 마음에 호소하는 음악’과 연관된다.
<수난곡>은 장르의 특성상 이미 기독교신학의 진리를 담은 성경의 말씀
이 숭고함을 불러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패르트의
<수난곡>이 지니는 내면적인 미학은 거대한 물리적 아름다움을 뛰어넘는다.
그것은 관조와 명상, 고요함의 정적(

)인 정서이다. 이는 또한 대상을 표

상하려는 시( )적 욕구보다는 주체의 정서로 초점이 옮겨졌다는 점에 있어
서 메시앙의 종교성과도 차이를 갖는다.
패르트의 틴티나불리 기법에서는 작곡가가 밝혔듯이 ‘죄’를 상징하는
M-성부와 ‘용서’를 상징하는 T-성부가 동시에 존재한다. 작품의 모든 음악
적 요소들을 엄격하게 제한시키는 틴티나불리 양식은 러시아정교 종소리의
구현이라는 절대적 권리를 가지며 거룩한 존재에 대한 외경심을 발현시키는
동시에 죄에 대한 묵상, 용서의 위안을 내포한다. ‘거룩한 말씀은 나의 음
악’이며 ‘나의 음악은 곧 나의 삶’이라는 그의 말은 ‘틴티나불리 양식과 말
씀의 합일’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세기를 아우르는 아방가르드 작곡가들은 모더니즘을 근간으로 하는
시대의 요구에 충실하였으나 결국 그 난해함으로 인해 청중을 배재시키는
경향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술작품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청중들을 다시
끌어들이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고, 패르트의 내면적인 음악은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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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피곤함 가운데 위로와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대중들은 그의 작품이 새로 선보일 때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
며 환호하였지만,213) 그는 일체의 사교모임을 기피하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서도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와 인터뷰를 했던 많은 이들
은 대체적으로 그가 소박하고 검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 강한 의지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즐겨한다고 평한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배타적인 기독
교의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패르트의 작품들이 종교를 초월하여 대중적 인
기를 구가한다는 사실이다. 그의 음악이 들려주는 ‘말씀’의 진리에 담긴 영
적인 위로와 감동은 복잡하고 다변화된 현 시대에서 포용력을 가지고 광범
위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패르트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요한 내면
의 침묵과 묵상을 경험하며 ‘음악이란 무엇인가’,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듣는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패르트의 후기
양식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라 많은 음악학자들에게
관심과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예술가가 특별한 신념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패르트는 자신의 기독교신앙과 그로 인한 가치관을 음악으로 형상화 시켰다
는 점에서 무엇보다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패르트는 작곡가로서
독자적인 음악어법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유의 측면에서도 러시아정교
의 종소리를 반복적으로 울리게 하는 물리적인 그 이상의 현상으로 즉, 그
자체와는 다른 내면의 본질로 구현시켰다. 또한 패르트가 전통적 종교음악
에서의 텍스트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 독자적인 방법으로 ‘말씀
213) 패르트는 2007년 그의 작품 <주여 평화를 주소서>(Da Pacem Domine, 2004)로 프
랑스의 아르모니아 문디(Harmonia Mundi)가 수여하는 최고의 합창음반상(Best Choral
Recording)을 받았고, 2008년에는 덴마크의 레오니 소닝(Léonie Sonning)으로부터 음
반상을 받았으며, 같은 해 오스트리아로부터는 과학 및 예술 훈장(Austrian Decoration
for Science and Art)을 수여받았다. 교향곡 4번은 2009년 로스엔젤레스 디즈니홀에서
초연되어 그래미 어워드(Grammy Award)에서 최우수 현대클래식 작곡상(Grammy of
Best Classical Contemporary Competition)부문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170

과 음악의 합일’을 달성했다는 점은 종파를 초월하여 기독교음악의 귀감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작곡가에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
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본 연구를 마치려 한다. 현 시대의 작곡가들은 지난
세기를 거쳐 오는 동안 많은 작곡가들이 아방가르드적인 신념을 마치 트렌
드처럼 무분별하게 쫓아온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모더니즘의 작곡가들에게 진보와 혁신이라는 것은 시대에 충실한 이상이었
으나 피곤함을 일으킬 정도로 복잡하고 다변화된 이 시대에는 패르트와 같
이 내면의 깊은 사유로서 생성된 가치관과 그에 의한 자신의 음악적 이상을
실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본다. 본 논문이 동시대의 젊은 작곡가들에
게 어법을 뛰어넘어 사유로서 음악을 탐구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새
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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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rvo Pärt's
<Passio>
-

-

This study examines <Passio>(1982), one of the later style of Arvo
Pärt(1935 ~). For this, I examine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religious
music that can be found in his later style and the principle of
‘Tintinnabuli’ which Pärt inven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musical formations of ‘Word’ are realized by analyzing
<Passio> based on this.
Estonian composer Pärt wrote <Credo> in 1968 as a friction with
the Soviet government against religious works, and after nearly eight
years without composing, he became a Russian Orthodox member.
During this period he studied early music, choral music from the 14th
century to the 16th century, including the Gregorian chant, and as a
result he invented the technique of tintinnabuli. He later became one of
the composers with his own musical method in the late 20th century,

and he was regarded as a composer of ‘holy minimalism’ for some
people. This assessment as a minimalist composer is due to the
repetitive elements in his later style and the way he limited musical
material.
This study starts with the need to observe the thought and
traditions of Russian Orthodoxy, which has been influenced by the
composer himself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his music.
In Chapter II, I look at the politics, social environment, and life of
the era in which Pärt was held. He trained contemporary musical
methods through experimental works such as serialism and collage style
under the soviets, and became a devout Russian orthodox church
believer during the period of silence after the Apostleship.
Chapter III examines the musical features of his later style from
three

aspects:

influence

from

traditional

religious

sacred

music,

tintinnabuli technique, and musical symbolism. In the flow of numerous
trends by the timbre and sound extended after the twentieth century,
Pärt has found that Gregorian chant, rhythmic modes of the medieval
music, syllabic setting, homophony texture by homo rhythm, drones of
Russian

Orthodox

music

And

conveying

them

in

tintinnabuli

or

disfigured form as a tool to hold the Word.
In Chapter Ⅳ, analyze <Passio> based on the musical features
examined

in

Chapter

III.

The

concise

yet

obvious

form

of

the

Tintinnabuli work reaches the <Passio>, which was composed in 1982,
to further establish its stylistic character. Based on the text of John's
Gospel in his <Passio>, he set various musical elements in Tintinnabuli
style. It functions as a system designed for the transmission of the
‘Word’, which is not based on the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the
composer but on the phonological and semantic prosody of words and

sentences, it is for the purpose of highlighting.
In this paper, approach two concepts for analysis. First, I examine
the central tone of the M-voice related to the phonological emphasis of
individual words. Second, I examine the combination of the T-voice and
the M-voice in relation to the semantic intensities of the verses in
John’s Gospel. The emphasis in the sentence is that it is more effective
to tell the steps in more detail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contents.
<Passio> of the epic, which is played without interruption for over
70

minutes,

unfolds

without

exaggeration,

and

concludes

with

a

powerful tone of symbolic expression assuring Christ's death as the
‘victory of the Resurrection’. This paper examined the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John's Gospel as a multilayer of how it was musically
transformed by <Passio>. As a result, <Passio> was able to deduce that
various musical elements were carefully designed from the beginning of
the composition process.
In Chapter Ⅴ, I examined the music aesthetics of Pärt in the
works based on the analysis of <Passio> which was reviewed in Ⅳ
chapter. In order to realize the Russian orthodox ‘Hesychasm’ in music,
Pärt projected the silent aesthetic of his technique by Tintinnabuli style.
The moments of silence in his music functionally represent the essential
textures

and

techniques

of

the

Tintinnabuli

composition

system,

providing punctuation between phrases.
After moving to the Western world, Pärt puts the purpose of the
music into the ‘musical embodiment of the Word’ by using texts taken
from Scripture, prayer, liturgical or Christian theology. The way he
deals with the text in his works focuses on the objective expression of
early church music. In this study, I regarded music as derived from the
idea of Orthodoxy, which perceives music as a medium expressing the

truth contained in the Word. In addition to this, his method of
composition appearing in <Passio> is also applied to the eclectic ‘Ikon’
known as ‘the theology of image’. In addition to the aesthetics of
silence, it can be considered as the concept of ‘music of Ikon’
Possibility.
Through this dissertation, I hope that further research on other
works of Pärt will be helpful by exploring more detailed and specific
composing process and its aesthetic position on late style of Pärt.

Keywords : Arvo Pärt, Tintinnabuli, The Passion, Accent of Word,
Medieval music, Russian Orthodox, Musical Symbolism,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부

록

<수난곡> 텍스트

1. 엑소르디움
Passio Domini nostri Jesu Christi secundum Joannem.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록하는 제자 요한

2. 파씨오 나라티오(요한복음 18장 1~40절, 19장 1~30절)

18:1

Haec cum dixisset Iesus, egressus est cum discipulis suis trans
torrentem Cedron, ubi erat hortus, in quem introivit ipse et discipuli
eius.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18:2

Sciebat autem et Iudas, qui tradebat eum, locum, quia frequenter Iesus
convenerat illuc cum discipulis suis.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
을 알더라
18:3

Iudas ergo, cum accepisset cohortem et a pontificibus et pharisaeis
ministros, venit illuc cum lanternis et facibus et armis.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홰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18:4

Iesus itaque sciens omnia, quae ventura erant super eum, processit et
dicit eis: “Quem quaeritis?”.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
냐?”
18:5

Responderunt ei: “Iesum Nazarenum”. Dicit eis: “Ego sum!”. Stabat
autem et Iudas, qui tradebat eum, cum ipsis.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나다.”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
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18:6

Ut ergo dixit eis: “Ego sum!”, abierunt retrorsum et ceciderunt in
terram.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다!”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18:7

Iterum ergo eos interrogavit: “Quem quaeritis?”. Illi autem dixerunt:
“Iesum Nazarenum”.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18:8

Respondit Iesus : “Dixi vobis: Ego sum! Si ergo me quaeritis, sinite
hos abire ”,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나라고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
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18:9

ut impleretur sermo, quem dixit: “Quos dedisti mihi, non perdidi ex

ipsis quemquam”.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 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18:10

Simon ergo Petrus, habens gladium, eduxit eum et percussit pontificis
servum et abscidit eius auriculam dextram. Erat autem nomen servo
Malchus.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
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8:11

Dixit ergo Iesus Petro: “Mitte gladium in vaginam; calicem, quem dedit
mihi Pater, non bibam illum?”.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8:12

Cohors ergo et tribunus et ministri Iudaeorum comprehenderunt Iesum et
ligaverunt eum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18:13

et adduxerunt ad Annam primum; erat enim socer Caiphae, qui erat
pontifex anni illius.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18:14

Erat autem Caiphas, qui consilium dederat Iudaeis: “Expedit unum
hominem mori pro populo”.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라고

권고하던 자러라
18:15

Sequebatur autem Iesum Simon Petrus et alius discipulus. Discipulus
autem ille erat notus pontifici et introivit cum Iesu in atrium pontificis;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
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18:16

Petrus autem stabat ad ostium foris. Exivit ergo discipulus alius, qui
erat notus pontifici, et dixit ostiariae et introduxit Petrum.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
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18:17

Dicit ergo Petro ancilla ostiaria: “Numquid et tu ex discipulis es hominis
istius?”. Dicit ille: “Non sum!”.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
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18:18

Stabant autem servi et ministri, qui prunas fecerant, quia frigus erat, et
calefaciebant se; erat autem cum eis et Petrus stans et calefaciens se.
그 때가 추운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
서 쬐더라
18:19

Pontifex ergo interrogavit Iesum de discipulis suis et de doctrina eius.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18:20

Respondit ei Iesus: “Ego palam locutus sum mundo; ego semper docui

in synagoga et in templo, quo omnes Iudaei conveniunt, et in occulto
locutus sum nihil.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
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아니
라였거늘.”
18:21

“Quid me interrogas?Interroga eos, qui audierunt quid locutus sum
ipsis; ecce hi sciunt, quae dixerim ego”.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18:22

Haec autem cum dixisset, unus assistens ministrorum dedit alapam Iesu
dicens: “Sic respondes pontifici?”.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서 있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 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18:23

Respondit ei Iesus: “Si male locutus sum, testimonium perhibe de malo;
si autem bene, quid me caedis?”.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
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18:24

Misit ergo eum Annas ligatum ad Caipham pontificem.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18:25

Erat autem Simon Petrus stans et calefaciens se. Dixerunt ergo ei:
“Numquid et tu ex discipulis eius es?”. Negavit ille et dixit: “Non

sum!”.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18:26

Dicit unus ex servis pontificis, cognatus eius, cuius abscidit Petrus
auriculam: “Nonne ego te vidi in horto cum illo?”.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18:27

Iterum ergo negavit Petrus; et statim gallus cantavit.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18:28

Adducunt ergo Iesum a Caipha in praetorium. Erat autem mane. Et ipsi
non introierunt in praetorium, ut non contaminarentur, sed manducarent
Pascha.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18:29

Exivit ergo Pilatus ad eos foras et dicit: “Quam accusationem affertis
adversus hominem hunc?”.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
람을 고소하느냐?”
18:30

Responderunt et dixerunt ei: “Si non esset hic malefactor, non tibi
tradidissemus eum”.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

니하였겠나이다.”
18:31

Dixit ergo eis Pilatus: “Accipite eum vos et secundum legem vestram
iudicate

eum!”.

Dixerunt

ei

Iudaei:

“Nobis

non

licet

interficere

quemquam”,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
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18:32

ut sermo Iesu impleretur, quem dixit, significans qua esset morte
moriturus.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
게 하려 함이러라
18:33

Introivit ergo iterum in praetorium Pilatus et vocavit Iesum et dixit ei:
“Tu es rex Iudaeorum?”.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
냐?”라고 묻고
18:34

Respondit Iesus: “A temetipso tu hoc dicis, an alii tibi dixerunt de
me?”.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
하여 네게 한 말이뇨?”
18:35

Respondit Pilatus: “Numquid ego Iudaeus sum? Gens tua et pontifices
tradiderunt te mihi; quid fecisti?”.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

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18:36

Respondit Iesus: “Regnum meum non est de mundo hoc; si ex hoc
mundo esset regnum meum, ministri mei decertarent, ut non traderer
Iudaeis; nunc autem meum regnum non est hinc”.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
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18:37

Dixit itaque ei Pilatus: “Ergo rex es tu?”. Respondit Iesus: “Tu dicis
quia rex sum. Ego in hoc natus sum et ad hoc veni in mundum, ut
testimonium perhibeam veritati; omnis, qui est ex veritate, audit meam
vocem”.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
라.” 하신대
18:38

Dicit ei Pilatus: “Quid est veritas?”. Et cum hoc dixisset, iterum exivit
ad Iudaeos et dicit eis: “Ego nullam invenio in eo causam.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18:39

“Est autem consuetudo vobis, ut unum dimittam vobis in Pascha; vultis
ergo dimittam vobis regem Iudaeorum?”.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
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18:40

Clamaverunt ergo rursum dicentes: “Non hunc sed Barabbam!”. Erat
autem Barabbas latro.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니라
19:1

Tunc ergo apprehendit Pi latus Iesum et flagellavit.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19:2

Et milites, plectentes coronam de spinis, imposuerunt capiti eius et
veste purpurea circumdederunt eum;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19:3

et veniebant ad eum et dicebant: “Ave, rex Iudaeorum!”, et dabant ei
alapas.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찌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
라
19:4

Et exiit iterum Pilatus foras et dicit eis: “Ecce adduco vobis eum foras,
ut cognoscatis quia in eo invenio causam nullam”.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19:5

Exiit

ergo

Iesus

foras,

portans

spineam

coronam

et

purpureum

vestimentum. Et dicit eis: “Ecce homo!”.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
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19:6

Cum ergo vidissent eum pontifices et ministri, clamaverunt dicentes:
“Crucifige,

crucifige!”.

Dicit

eis

Pilatus:

“Accipite

eum

vos

et

crucifigite; ego enim non invenio in eo causam”.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
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19:7

Responderunt ei Iudaei: “Nos legem habemus, et secundum legem debet
mori, quia Filium Dei se fecit”.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
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19:8

Cum ergo audisset Pilatus hunc sermonem, magis timuit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19:9

et ingressus est praetorium iterum et dicit ad Iesum: “Unde es tu?”.
Iesus autem responsum non dedit ei.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
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19:10

Dicit ergo ei Pilatus: “Mihi non loqueris? Nescis quia potestatem habeo

dimittere te et potestatem habeo crucifigere te?”.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
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19:11

Respondit Iesus: “Non haberes potestatem adversum me ullam, nisi tibi
esset datum desuper; propterea, qui tradidit me tibi, maius peccatum
habet”.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
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19:12

Exinde

quaerebat

Pilatus

dimittere

eum;

Iudaei

autem

clamabant

dicentes: “Si hunc dimittis, non es amicus Caesaris! Omnis, qui se
regem facit, contradicit Caesari”.
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
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9:13

Pilatus ergo, cum audisset hos sermones, adduxit foras Iesum et sedit
pro

tribunali

in

locum,

qui

dicitur

Lithostrotos,

Hebraice

autem

Gabbatha.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가바다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
더라
19:14

Erat autem Parasceve Paschae, hora erat quasi sexta. Et dicit Iudaeis:
“Ecce rex vester!”.

이 날은 유월절이 예비일이요 때는 제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9:15

Clamaverunt ergo illi: “Tolle, tolle, crucifige eum!”. Dicit eis Pilatus:
“Regem vestrum crucifigam?”. Responderunt pontifices: “Non habemus
regem, nisi Caesarem”.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
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
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19:16

Tunc ergo tradidit eis illum, ut crucifigeretur. Susceperunt ergo Iesum.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19:17

Et baiulans sibi crucem exivit in eum, qui dicitur Calvariae locum, quod
Hebraice dicitur Golgotha,
저희가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19:18

ubi eum crucifixerunt et cum eo alios duos hinc et hinc, medium autem
Iesum.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
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19:19

Scripsit autem et titulum Pilatus et posuit super crucem; erat autem
scriptum: “Iesus Nazarenus Rex Iudaeorum”.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옛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 되

었더라
19:20

Hunc ergo titulum multi legerunt Iudaeorum, quia prope civitatem erat
locus, ubi crucifixus est Iesus; et erat scriptum Hebraice, Latine,
Graece.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
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 되었더라
19:21

Dicebant

ergo

Pilato

pontifices

Iudaeorum:

“Noli

scribere:

Rex

Iudaeorum, sed: Ipse dixit: Rex sum Iudaeorum”.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
의 왕이라 쓰라 하니
19:22

Respondit Pilatus: “Quod scripsi, scripsi!”.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19:23

Milites ergo cum crucifixissent Iesum, acceperunt vestimenta eius et
fecerunt quattuor partes, unicuique militi partem, et tunicam. Erat
autem tunica inconsutilis, desuper contexta per totum.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
이라
19:24

Dixerunt ergo ad invicem: “Non scindamus eam, sed sortiamur de
illa,cuius sit”, ut Scriptura impleatur dicens: “Partiti sunt vestimenta
mea sibi et in vestem meam miserunt sortem”. Et milites quidem haec

fecerunt.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19:25

Stabant autem iuxta crucem Iesu mater eius et soror matris eius, Maria
Cleopae, et Maria Magdalene.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
리아가 섰는지라
19:26

Cum vidisset ergo Iesus matrem et discipulum stantem, quem diligebat,
dicit matri: “Mulier, ecce filius tuus”.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19:27

Deinde dicit discipulo: “Ecce mater tua”. Et ex illa hora accepit eam
discipulus in sua.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19:28

Post

hoc

sciens

Iesus

quia

iam

omnia

consummata

sunt,

ut

consummaretur Scriptura, dicit: “Sitio”.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19:29

Vas positum erat aceto plenum; spongiam ergo plenam aceto hyssopo

circumponentes, obtulerunt ori eius.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
은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19:30

Cum ergo accepisset acetum, Iesus dixit: “Consummatum est!”. Et
inclinato capite tradidit spiritum.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3. 콘클루지오
Qui passus pro nobis, miserere nobis. Amen.
우리를 위해 고통 받으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