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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죄르지 리게티(György Ligeti) 

《피아노 에튀드》

(Études pour Piano, 1985-2001)

전 곡 분석 및 연주법 제안

본 논문은 죄르지 리게티(György Ligeti, 1923-2006)의

《피아노 에튀드》 제1, 2, 3권을 통해 리게티의 작곡 양식과 음악

세계를 고찰하고, 분석을 바탕으로 연주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리게티는 정치적으로 특수한 상황 하에 놓여 있었

던 20세기 동유럽에서 작곡 활동을 시작하여 고유한 음악 어법을

구축하고자 끊임없이 탐구한 작곡가이다. 리게티의 《피아노 에튀

드》(Études pour Piano)는 전 18곡으로 1985년부터 2001년에 걸

쳐 작곡되었는데, 이 시기는 그가 접해온 다양한 음악적 양식이

응축됨으로써 고유한 후기 음악어법이 성립된 시기이다. 《피아노

에튀드》는 이러한 그의 후기 음악어법을 대표함과 동시에 음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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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전반을 보여주는 작품이기에 연구 대상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

미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리게티의 음악세계와 그가 접한 다양

한 음악적 양식을 살펴보고, 이것이 그의 《피아노 에튀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석에 앞서 작품 개관에

서는 각 곡의 전반적인 구조를 제시하였고, 작품의 분석은 크게

리듬과 음향으로 나눠서 리듬에 있어서는 첫째로 다차원적인 폴리

포니의 형성, 둘째로 패턴의 전개방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음향에

있어서는 첫째로 음향적 소재인 클러스터, 완전5도, 3화음과 7화

음, 온음음계를, 둘째로 음향 형성 방식인 음향의 대비, 음향적 원

근, 선적 중첩과 모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연주법을 제안하였다.

문헌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과 분석을 토대로 필자는 리게

티 《피아노 에튀드》의 핵심은 다양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먼저 리게티가 영향을 받은 음악적 경험의 다양성이다. 악삭

리듬과 라멘트 모티브에 해당하는 민속 음악뿐만 아니라 전자음악

과 다성부 작법의 영향을 받은 미크로폴리포니 기법, 또한 80년대

이후에 접한 자동피아노와 아프리카 음악 등이 리게티의 음악적

영감에 자극제가 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러

한 다양한 음악적 영감은 그의 《피아노 에튀드》에서 서로 결합

되어 새로운 결과로 나타나고, 다양한 연주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 iii -

이러한 사실은 연주를 위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패턴 형성 과정, 리듬적 폴리포니와 같은 악

곡을 구성하는 리듬적 특성을 이해하고 연주에 적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둘째로, 리게티가 《피아노 에튀드》를 통해 의도한 음

향적 시도에 연주자 또한 소리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접근하고,

다양한 연주 기법적인 실험을 통해 구현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이러한 과정에서 리게티의 연주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따르되,

그의 음악 언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실제 연주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재해석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연주자의 관점에서

《피아노 에튀드》 각 곡에 나타나는 리게티의 다양한 음악적 시

도를 구현하기 위한 이상적인 연주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주요어 : 죄르지 리게티, 피아노 에튀드, 연주법 제안

학 번 : 2014-3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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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50년대 유럽은 정치-사회적 격변기

에 접어들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진영의 이념 대립이 계속되며 긴장

된 분위기 속에 서유럽의 젊은 아방가르드(Avant-garde) 작곡가들은 총

렬주의(Total Serialism) 경향을 중심으로 새로움을 탐색해나갔다. 동유

럽의 작곡가들은 공산정권으로 고립된 정치적 상황에 검열과 통제 속에

서 민족주의적인 음악을 주로 썼지만, 일부는 실험적인 창작 욕구를 가

지고 국경을 넘어 서방으로 망명을 택하기도 하였다. 한편 아방가르드

음악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작곡가

들은 전통적인 음악어법으로 회귀하거나, 다양한 양식의 재료들을 차용

하고 혼합하는 경향을 가지며 음렬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계속

해나갔다. 이러한 경향은 20세기 말까지 계속되는데, 이로 인해 한 작곡

가가 새로운 어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나아가 다양한 양식이 한 작품

안에서 융합되는 바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1923년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죄르지 리게티(György Ligeti,

1923-2006)는 이러한 다양성과 실험적인 경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곡

가 중 하나로서, 그는 1950년대 후반 동유럽을 떠나 서방으로 이주하여

아방가르드의 새로운 음악경향과 전자음악을 접했다. 그는 이 시기 다름

슈타트(Darmstadt)의 주류를 이룬 총렬음악을 비판하며 자신이 어느 그

룹에도 속해있지 않다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였고, 전자음악의 음향적 아

이디어와 다성부 작법에서 얻은 구조적 아이디어를 관현악 클러스터로

재해석한 미크로폴리포니(Micropolyphony) 기법을 사용하여 《론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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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tano, 1967)와 《아트모스페르》(Atmosphères, 1961)와 같은 작품들

을 발표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후 미국, 독일에 거주하며 특유

의 상상력과 호기심으로 중앙아프리카, 동아시아, 미국 등 폭 넓은 문화

로부터 다양한 음악 양식을 접하고 영감을 얻었다. 즉 그는 전통에서 벗

어난 자신만의 고유한 양식을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작곡가

였던 것이다.

리게티의 《피아노 에튀드》(Études pour Piano, 1985-2001)는

그의 음악적 탐구가 응축된 후기 양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다. 피

아노 에튀드는 19세기 이후로 기술적인 훈련과 함께 음악성과 작품성을

보여주는 장르로 발전해왔고, 20세기에는 작곡가 고유의 작곡 기법을 보

여줄 수 있는 실험적 성격 또한 가지게 되었다. 특별히 1980년대 이후는

다양한 음악적 경험이 융합된 리게티의 후기 양식이 새롭게 확립된 시기

라는 점에서, 1985년부터 2001년에 걸쳐 작곡된 그의 《피아노 에튀드》

는 기술적인 요구라는 장르 고유의 의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

법의 실험과 음향적 탐구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피아노 에튀드》에 대한 연구는 리게티 음악의 후기 양식, 특히

그의 다양한 작곡기법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리게티의 음향적 상상력은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피아노 에튀

드》의 전 3권에 종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가 ‘내면의 귀(inner ear

)’1)로 들은 음악은 악보를 통해서 시도되고, 연주자는 하나의 악기라는

제한된 상황에서 여러 소리들을 구현하며 무대에서 새로운 음향을 경험

1) György Ligeti, Liner notes to CD SK 62308 Ligeti Edition 3: Piano
Works,(A. McVoy and D. Feurzeig, Tran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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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리게티는 비교적 늦은 나이인 14세가 되어서야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자신의 연주에 있어 기술적인 부족함이 오히려 고난도 기술

을 필요로 하는 에튀드를 작곡하게 된 계기라고 밝혔다.2) 리게티의 음악

에서 피아노 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피아노라는 악기는 그

에게 기법적 가능성을 실험하는 좋은 도구가 되었다.3) 리게티의 《피아

노 에튀드》는 총 18곡으로, 제1권(1985), 제2권(1989-94), 제3권(2001)의

세 권으로 분류되어있고, 그가 접해온 다양한 양식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다. 그의 《피아노 에튀드》는 기술적인 훈련을 넘어 연주자에게 새로운

음향을 탐구해가는 과정으로 도전을 주며, 이 과정에서 작곡가의 음악어

법, 즉 작곡기법과 곡의 구성 및 다양한 양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리게티 에튀드에 영향을 준

다양한 음악내적·외적 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에튀드의 각 곡을

분석하여 연주법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문의 II장에서

는 리게티의 작품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자 그의 생애와 작

품경향을 바탕으로 그의 음악적 사고와 작곡 양식의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리게티의 《피아노 에튀드》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에튀드에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들이 어떤 요소에서 출발하였는지

알아보고, 각 요소들이 작품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었는지 구체적 예

2) 리게티는 화가 폴 세잔(Paul Cezanne, 1839-1906)이 원근법을 따르지 않음으
로써 오히려 사물의 입체적인 공간감을 형성했던 것처럼, 리게티 자신도 피
아노 연주 테크닉적인 부족함이 자신의 작품을 작곡하는데 있어서 원동력이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G. Ligeti, 위의 글, 8.

3) 연도별 건반악기 작품 목록은 <부록 1>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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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통해서 고찰해보겠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살펴본 양식들을 토대로 《피아노 에튀드》

제1권의 6곡, 제2권의 8곡, 제3권의 4곡에 걸친 전 18곡의 작곡방식과 음

악 언어에 대해 탐구하고 연주법을 제시한다. 먼저 III장의 도입 부분인

작품 개관에서는 각 곡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징과 형식을 제시한다.

분석에 있어서 음악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적인 분석만 다룬 곡도 있

고, 전체 분석을 다룬 곡들도 있기 때문에 18곡의 에튀드의 전체적 구도

를 개관에서 설명하였다.

분석의 본론에서는 각 곡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리듬

및 음향적 요소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먼저 리듬적 측면에서는 다차원적

인 폴리포니를 형성하는 다양한 방식을 알아보고 패턴의 전개방식을 살

펴본다. 그리고 음향적 측면에서는 크게 특정 음향을 형성하는 소재와

음향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음향의 소재로는 클러스터, 5도 음정,

3화음과 7화음, 온음음계, 음향의 형성 방식으로는 음향의 대비, 음향적

원근, 선적인 중첩과 모방 기법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리

게티가 《피아노 에튀드》에서 의도한 새로운 기법적인 실험과 탐색을

연주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고찰하고 연주법

을 제시할 것이다.

지금까지 연주자들에 의해 리게티 《피아노 에튀드》 연구가 많

이 선행되어 왔으나 주로 제1권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거나 부분적

으로 특정 곡들을 택해서 다루었으며, 에튀드 작품의 전반적인 구도를

다룬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2002년 마이론 케이시 총(Maron Kacy

Tsong)4)이 제6곡 ‘바르샤바의 가을(Automne à Varsovie)’을 형식적,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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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적 측면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고, 2007년 융젠 첸(Yung-jen Chen)5)은

제4곡 ‘팡파레(Fanfares)’와 제5곡 ‘무지개(Arc-en-ciel)’의 분석과 연주에

대해 연구하였다. 2012년에는 정혜경6)이 제1곡 ‘무질서(Désordre)’의 리

듬적인 특징과 간략한 연주 지침을 소개한 바 있고, 2019년 임리 탈감

(Imri Talgam)7)은 제1권의 네 곡의 연주에 있어서 복잡한 리듬으로 인

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듬적 지각을 토대로 새로운 기보를 시도

하였다.

리게티 《피아노 에튀드》를 작곡가나 음악학자의 관점에서 연

구한 사례는 매우 다양한데, 국내에서는 2000년 작곡가 이신우8)가 에튀

드 제1권을 중심으로 리게티 음악에 나타난 아프리카 음악의 영향에 대

해, 2017년 음악학자 김희정9)은 제2권에 나타나는 폴리리듬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한편 본 논문과 같이 에튀드 1-3권을 주제로 한 연구로는 2019

년에 홍콩에서 발표된 치엔치엔 젱(Qianqian Zheng)10)의 논문이 있다.

4) Mayron Kacy Tsong, “Analysis or Inspiration? A Study of György
Ligeti’s “Automne a Varsovie”,” DMA Diss., Rice University, 2002.

5) Yung-jen Chen, “Analysis and Performance Aspects of György Ligeti’s
Études pour Piano: Fanfares and Arc-en-ciel,” DMA Diss., Ohio State
University, 2007.

6) 정혜경, “리게티 《피아노 연습곡》에서 나타나는 리듬적인 특징 및 연주 지
침,” 『음악예술연구』2/2 (2012): 77-96.

7) Imri Talgam, “Performing Rhythmic Dissonance in Ligeti’s Études, Book
1: A Perception-Driven Approach and Re-notation,” DMA Diss.,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19.

8) 이신우, “리게티 음악에 나타난 아프리카 음악의 영향 – 《피아노 에튀드》
제1권을 중심으로,” 『낭만음악』12/3 (2000): 33-55.

9) 김희정, “리게티의 《피아노 연습곡》 제2권에 내재된 아프리카 폴리리듬과
역설,”『음악교수법연구』18/1 (2017): 31-54.

10) Qianqian Zheng, “Ligeti’s Piano Etudes as a Palette of His Musical
Language,” Ph.D. Diss.,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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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리게티 에튀드에 대한 연구 자체가 미비하고 특히 에튀드 제3권에

대한 자세한 연구의 필요성을 밝혔으나, 음악학자의 시각에서 아홉 곡을

특정하여 소재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에 그쳤다.

2012년 피아니스트이자 작가인 이안 페이스(Ian Pace)11)는 에튀

드에 사용된 리듬 단위와 선율이 형성하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연주에 요

구되는 기술적인 측면을 연구하였는데, 그는 본인의 논문에서 논의된 것

이상으로 에튀드에 대한 더욱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

다 다양한 연주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페이스의 의

견을 발판으로 삼아 필자는 연주자의 시각에서 작품을 다각적으로 분석

하고 이를 토대로 연주법을 고찰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연주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리게티의 《피아노 에튀드》 전 18곡에 나타

난 다양한 양식을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리게티의 음악어법을 이해하

고, 작품 분석을 통해 이를 실제 연주에 적용하는 방법을 고찰하고자 한

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작곡가나 이론가, 음악학자의 관점에서 특정 곡

에 나타나는 리게티의 작곡기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였다면, 본 논

문은 전 18곡의 연주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요소들을 리듬과 음향적 측

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연주법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주자들이 리게티의 《피아노 에튀

드》를 접할 때, 작곡가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1) Ian Pace, “Maintaining Disorder: Some Technical and Aesthetic Issues
Involved in the Performance of Ligeti’s Etudes for Piano,” Contemporary
Music Review 31 (2012): 17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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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리게티의 생애 및 음악세계

본 장에서는 먼저 리게티의 생애와 작품경향을 알아보고, 《피아

노 에튀드》가 작곡된 1980년대 이후의 그의 음악 어법에 영향을 미친

음악적 양식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생애 및 작품경향

죄르지 리게티(György Ligeti)는 유대계 헝가리인으로 1923년 루

마니아(Romania)의 트란실바니아(Transylvania) 지방에서 출생하였다.

그가 자란 곳은 오늘날 루마니아의 트르너베니(Tîrnaveni)이며, 이곳은

당시에 헝가리어를 주로 사용하는 디최센트마르톤(Dicsöszentmárton) 지

역이었다. 따라서 리게티는 유년시절 루마니아어와 헝가리어를 사용하며

동유럽의 문화를 경험하며 자랐다.12)

어린 시절 상상하기를 좋아했던 그는 상상 속 이상적인 나라인

‘킬비리아(Kylwiria)’를 만들고, 실제와 같은 지질학적 특성과 도시의 설

계를 그렸을 뿐만 아니라 법체계와 사회 구조를 설정하고 새로운 언어를

창안하는 등 상상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했다.13) 또한 물리학과 수학

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과학자의 꿈을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2차

12) 리게티의 생애에 관해서는 그로브 음악사전을 참고하였다. Paul Griffiths,
“Ligeti, György,” Grove Music Online, [2019년 9월 4일 접속], http://lps3.
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
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16642.

13) 이희경,『리게티. 횡단의 음악』 (서울: 예솔, 2004), 33-34.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1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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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발발로 유대인의 대학 입학이 제한되었고, 리게티 또한 부다페스트

대학의 물리학과 수학 계열에 합격했지만 입학이 좌절되어 과학자의 길

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18살이 되던 해인 1941년, 리게티는 입학 제한

법령에서 자유로웠던 트란실바니아 지방의 클루지 콘서바토리(Cluj

Conservatory)에 입학하여 작곡가 페렌츠 파르카스(Ferenc Farkas,

1905-2000)를 사사하며 음악 공부를 시작하였다. 이전에 습작을 하기도

했지만, 이 시기가 정식 음악공부의 시작이었다.

리게티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1944년 근로봉사요원으로 징

집되었다가 기적적으로 도주에 성공하여 클루지로 돌아왔으나, 전쟁으로

인해 어머니를 제외한 가족을 모두 잃게 된다.14) 이후 헝가리로 국경을

넘은 리게티는 1945년에서 1949년까지 부다페스트 음악 아카데미

(Budapest Academy of Music 또는 Liszt Ferenc Academy of Music)

에서 산도르 베레쉬(Sándor Veress, 1907-1992)와 파르카스15)를 사사하

며 작곡의 기초를 탄탄히 하였다. 헝가리 시절 바르톡(Béla Bartók,

1881-1945)과 코다이(Zoltán Kodály, 1882-1967)의 음악을 접하였으며,

부다페스트 음악 아카데미의 동료인 쿠르탁(György Kurtág, 1926- )과

친근하게 교류하였다.

1950년대 초반, 헝가리에서는 공산정권의 정책16)으로 인해 예술

14) Richard Toop, György Ligeti (London: Phaidon, 1999), 22.
15) 클루지 콘서바토리에서 리게티의 스승이었던 파르카스는 1949년 헝가리 공
산정권을 피해 서방으로 망명한 베레쉬의 후임으로 부임하여 리게티의 마지
막 학년을 함께하였다. 이희경, 앞의 책, 41.

16) 헝가리의 공산정권은 1948년 시작된 소련의 즈다노프(Zhdanov) 문화정책의
영향을 받았다. 즈다노프 문화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 시기 동안 예
술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극단적인 반서구적 성향을 조장한 문화정책
으로 서방과의 교류를 금지시켰고 1953년 스탈린 사망까지 이어졌다. 이희경,
위의 책, 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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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작품 활동 또한 통제와 검열 하에 이루어졌다. 당시 헝가리의 작곡

가들은 다른 동구권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현대적인 스타일의 음악을

쓰는 것이 금지되었을 뿐 아니라 서방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동시대

예술을 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고, 결국 비정치적이라고 여겨지던 작

품들의 발표만 허용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시기 리게티의 작품은 헝

가리 민속음악이나 춤곡·헝가리 작가의 시와 텍스트에 기초한 작품이 주

를 이루지만,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작곡가들은 자신만의 고

유한 음악언어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였고, 리게티 또한 1950년대 초반

에 작곡하였으나 1969년이 되어서야 초연될 수 있었던 《무지카 리체르

카타》(Musica Ricercata, 1951-53)와 같은 작품을 쓰며 실험적인 시도

를 지속하였다.17) 여기서 ‘리체르카타’는 ‘실험하다’, ‘탐색하다’라는 뜻을

갖는데, 이러한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리게티는 열 한곡의 각 곡에서 과

거의 음악적 양식에서 벗어나려는 실험을 꾀했다.18)

정치적 상황이 느슨해지기 시작한 1955-56년은 리게티가 악보와

녹음된 자료를 통해 서방의 음악을 접하게 된 시기로, 폴 그리피스(Paul

Griffiths, 1947- )와의 인터뷰에서 리게티는 이 시기를 자신의 음악세계

에서 중요한 과도기였다고 회상한 바 있다. 또한 이때 접했던 쇤베르크

(Arnold Schoenberg, 1874-1951)와 베베른(Anton Webern, 1883-1945)의

음렬음악은 리게티에게 있어 ‘가장 현대적인 스타일(the most modern

17) 이희경, 위의 책, 46-47.
18) 이러한 과정에서 바르톡의 영향 또한 드러난다. 대표적인 예는 《무지카 리
체르카타》의 구성적인 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곡의 첫 곡에서는 두 개
의 음만을 사용하고 두 번째 곡은 세 개의 음, 마지막곡인 열한 번 째 곡에
서는 열 두음을 모두 사용하는 점과, 다양한 음악적 소재를 탐구하며 복잡해
지는 진행방식은 바르톡의 《미크로코스모스》(Mikrokosmos, 1933)와 닮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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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이였다.19) 이러한 경향을 따라서 리게티는 이전 바르톡의 영향과

민속음악 양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로 《반음계적 환타지》

(Chromatische Phantasie, 1956) 등의 작품에서 12음기법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이후 1960년 『음렬』(Die Reihe) 잡지에 발표된 피에르 불레

즈(Pierre Boulez, 1925-2016)의 《구조 Ia》(Structures Ia, 1952) 분석20)

과 “신음악의 형식 변화(Metamorphoses of Musical Form)”21)와 같은

글에서는 음렬음악의 경향을 비판하기도 하였다.22)

리게티는 1956년 헝가리 국경을 넘어 빈으로, 이어서 1957년 쾰

른으로 이주하였다. 당시 쾰른은 불레즈(Pierre Boulez, 1925-2016), 베리

오(Luciano Berio, 1925-2003), 슈톡하우젠(Karlheinz Stockhausen,

1928-2007), 노노(Luigi Nono, 1924-1990), 카겔(Mauricio Kagel,

1931-2008)과 같은 세계 각지의 젊은 아방가르드 작곡가들이 모이는 중

심지였다. 또한 리게티는 1958년부터 다름슈타트 하기 현대음악제

(Internationale Ferienkurse für Neue Musik Darmstadt)에서 활동하며

함께 참석한 아방가르드 작곡가들로부터 영감을 얻기도 하고, 음렬음악·

전자음악·우연음악 등 새로운 작곡 경향에 대한 시야를 넓혔다.

쾰른에 머무르는 동안 슈톡하우젠, 쾨니히(Gottfried Michael

Koenig, 1926- )와 함께한 전자음악 스튜디오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새로

19) Paul Griffiths, The Contemporary Composers: György Ligeti. (London:
Robson Books, 1997), 14.

20) György Ligeti “Entscheidung und Automatik in der Structure Ia von
Pierre Boulez”, Die Reihe, Vol. 4 ed. Herbert Eimert and Karlheinz
Stockhausen(Vienna: Universal Edition, 1958), 38-63.

21) György Ligeti, “Wandlungen der musikalischen Form”, Die Reihe 7
(1960). 5-17.

22) 이희경, 앞의 책,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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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자극이 되었다. 그는 전자음악을 위한 컴퓨터 기술을 공부하며 48개

의 성부로 이루어진 작품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하였는

데, 1958년에 작곡한 전자음악 작품인 《아티큘레이션》(Artikulation)은

서독일 라디오 방송국의 ‘시대의 음악(Musik der Zeit)’ 시리즈에 소개되

며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컴퓨터 기술로 만들어내는 전자음악의 복잡한 텍스처, 마디

선에서 벗어나 펼쳐지는 듯한 ‘음악의 흐름(flow of the music)’23)은 리

게티가 추구한 마디선과 박절 구조에서 벗어난 시간적 개념을 얻는데 중

요한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평소 생각해왔던 리듬·화

성·선율에서 벗어나 ‘정지된 음악’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으며, 미크로

폴리포니(Micropolyphony) 기법에 영감을 주었다.24)

미크로폴리포니 기법을 사용한 《환영》(Apparitions, 1957-58)

은 1960년 초연되며 음악계에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후

작곡된 《아트모스페르》(Atmosphères, 1961)는 리게티의 대표작으로

국제현대음악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Contemporary Music)와 도

나우에슁엔 페스티벌(Donaueschingen Festival)에서 연주되었다.

1968년에는 스위스의 하프시코드 연주자인 앙투아네트 피셔

(Antoinette Vischer, 1909-1973)의 위촉으로 《콘티눔》(Continuum)을

작곡했는데, 《콘티눔》은 반복되는 음들이 귀가 알아채지 못할 만큼 빠

르게 연타되어, 분리된 소리로 들리지 않고 마치 하나의 선(“a single

line”)에 녹아있는 듯한 효과를 의도한 작품이다.25) 이러한 음악적 특성

23) P. Griffiths, 앞의 책, 22.
24) P. Griffiths, 위의 책, 18.
25) R. Toop, György Ligeti,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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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크로폴리포니 기법으로 구현한 ‘계속되는 소리’에 대한 관심의 연장

으로 보인다. 하프시코드는 현을 뜯어 소리를 내는 원리를 사용하여 음

들이 연결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 악기이지만, 모순적이게도 리게티는 하

프시코드의 빠른 건반 연타를 통해 끊임없이 계속되는 듯한 음악을 만들

어내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26)

한편 1968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68혁명27)은 70년대의 유럽 사회

뿐만 아니라 국제적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기성의 질서와 억압에

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회적 움직임은 서유럽 작곡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 작곡가들은 아방가르드적인 음악을 기존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

에 신낭만주의·신표현주의 등 전통적인 음악어법을 사용한 방식으로 돌

아가거나 과거의 음악을 재발견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이 대두되었

다.

리게티는 스스로 그 어떤 악파나 그룹에 속하는 것을 지극히 혐

오했다28)는 이희경의 표현처럼 리게티는 아방가르드나 포스트모더니즘

작곡가로 분류되는 것을 거부하였으나29),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통해 고유한 음악세계를 구축하려 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관습화

되지 않은 다른 종류의 음악을 찾아나갔던 그의 태도는 역설적으로 이러

한 68혁명의 정신과 맞닿아있다.30)

26) R. Toop, 위의 책.
27) 1968년 5월 프랑스에서 학생과 근로자들이 일으킨 사회 변혁운동으로 남녀
평등, 여성해방, 학교와 직장에서의 평등, 미국의 반전 운동과 히피 문화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며 국제적으로 번져나갔다.

28) 이희경, 앞의 책, 62.
29) 리게티는 19세기로 돌아가거나, 아방가르드, 포스트모더니즘 작곡가로 분류
되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Mike Searby, “Ligeti the
Postmodernist?” Tempo 199 (1997), 14.

30) 이 시기 리게티는 동시대의 다른 작곡가들과 같이 기존의 전통을 넘어 끊



- 13 -

리게티는 1972년 6개월간 미국 캘리포니아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상주 작곡가로 머무르며 새롭고 다양한 음악을 접하였다. 그는 미국 작

곡가들의 음악을 포함하여 미니멀 음악, 재즈, 대중음악에서 다양한 영향

을 받았고, 이는 곧 그의 작품들에 폭넓게 나타난다.

그는 1972년 캘리포니아에 머무는 동안 파취(Harry Partch,

1901-1974)를 방문하여 그가 제작한 독특한 악기들과 직접 고안한 조율

체계를 접했다. 리게티는 이미 같은 시기 《실내협주곡》(Chamber

Concerto for 13 Instrumentalists, 1969)과 《이중협주곡》(Double

Concerto for Flute, Oboe and Orchestra, 1972)에서 잦은 미분음

(Microtone)을 사용하며 미분음정이 만들어내는 색채에 관심을 보여 왔

다. 이러한 그에게 파취의 조율체계는 평균율에서 벗어난 음정들로 이루

어진 새로운 화성적 언어의 가능성으로 다가왔다.

또한 이 시기에 리게티는 라이히(Steve Reich, 1936- )와 라일리

(Terry Riley, 1935- )의 미니멀 음악을 접했다. 60년대 미국에서 나타난

미니멀리즘(Minimalism)은 단순한 것을 추구하고 표현을 최소화하는 양

식의 예술 사조로, 시각예술에서 시작되어 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

분야로 확대되었다.31) 미니멀 음악은 단순한 음악적 재료를 반복하여 점

임없이 고유한 음악세계를 구축해왔고, 80년대 이후 그의 작품들에서는 화음,
음계, 선율과 같은 과거의 음악적 재료를 다뤘다는 점에서 시대적 흐름을 반
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리게티를 포스트모더니즘 작곡가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음악학자 시어비(Mike Searby)에 따르면 리게티의 음악은 모더
니즘을 넘어선다는 면에서는 포스트모던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는 과거 음
악의 전통적 요소들을 재발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방식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합시켰다는 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작곡가와 구분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M. Searby, 위의 글, 9-14.

31) Keith Potter, “Minimalism (USA),” Grove Music Online, [2019년 9월 6일
접속],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
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1002257002.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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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적으로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이는 리게티가 미니멀 음악

을 접하기 전 작곡한 《콘티눔》의 전개방식과 유사하다. 리게티는 이러

한 유사성을 발견하고 흥미로워했으며32), 이후 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소품집》(Three P ieces for Two Pianos, 1976) 중 두 번

째 곡, ‘자화상. 라이히와 라일리를 포함하여. 쇼팽도 함께(Self-portrait

with Reich and Reilly and Chopin in the background)’에는 미니멀 음

악의 영향이 반영되었다.33)

한편 리게티는 미국 작곡가 아이브스(Charles Ives, 1874-1954)

의 콜라주 기법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발췌된 서로 다른 음

악적 요소가 각각의 개성을 유지한 상태로 인용되고, 각각의 성부층에

함께 배열되는 방식이다.34) 이러한 기법은 리게티의 오페라 《그랑 마카

브르》(Le Grand Macabre)(1977)의 제3장 ‘콜라주(Collage)’ 부분에 특

징적으로 사용되었다. 오페라의 제목은 ‘위대한 죽음’ 이라는 뜻으로 리

게티는 ‘죽음’과 ‘종말’의 주제를 그로테스크한 분위기 안에서 진지하면서

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였고, 콜라주 기법 외에도 다양한 양식과 기법을

혼용하였다.35)

리게티는 1973년부터 1989년까지 함부르크 음악원의 교수로 재

직하며 다양한 음악적, 문화적 탐구를 계속하였다. 특히 1980년대는 그가

32) R. Toop, 앞의 책, 125.
33) 신인선, “리게티,”『20세기 작곡가 연구 III』, 이석원, 오희숙 책임편집 (서
울: 음악세계, 2003), 535.

34) J. Peter Burkholder, “Collage in American music.” Grove Music Online.
[2019년 9월 5일 접속]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
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
630-e-1002240547.

35) R. Toop, 앞의 책, 164-165.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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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가지고 있던 복잡한 리듬과 여러 겹으로 중첩된 박절 구조로 이루

어진 음악에 대한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시기이다.

1980년 리게티는 우연한 기회로 낸캐로우(Conlon Nancarrow,

1912-1997)의 자동피아노 음악의 악보를 접했다. 리게티는 항상 다성 음

악의 텍스처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동피아노만이 구현할 수 있는

극단적으로 빠르고 복잡한 성부를 연주하는 테크닉에 매료되었다. 이후

작곡된 그의 《피아노 에튀드》에 나타난 복잡한 텍스처와 빠른 템포는

낸캐로우의 자동피아노 음악을 연상시킨다.

한편 함부르크 음악원에서 리게티의 작곡 수업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의 수업에서 제자인 젊은 작곡가들이 소개하는 다양한 작

품들은 언제나 새로운 음악에 흥미를 가졌던 그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

다. 1982년 그는 제자 로베르토 시에라(Roberto Siera, 1953- )를 통해

중앙아프리카의 음악을 접하고 서양음악 체계와 다른 중앙아프리카 민속

음악의 박절 구조와 다성적 구조에 주목하였는데, 이후 심하 아롬(Simha

Arom, 1930- )과 게르하르트 쿠빅(Gerhard Kubik, 1934- )이 채집한 음

악과 글을 통해 아프리카 음악의 특징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탐구하였

다.

리게티는 아프리카 음악 외에도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에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인도네시아 발리의 가믈란(Gamelan)음악에 흥미를 느꼈

다. 가믈란의 전통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음색의 조합과, 고유한 음계체계

와 조율체계, 반복되는 리듬 패턴이 변형되며 진행되는 방식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의 다성적 텍스처에 대한 관심은 새롭게 접한 음악들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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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이전의 전통적 음악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36) 14세기 후반 아르

스 수브틸리오르(Ars subtilior)37) 음악의 복잡한 리듬과 성부의 직조방

식, 14세기 필립 드 비트리(Philippe de Vitry, 1292-1361)과 기욤 드 마

쇼(Guillaume de Machaut, 1300-1377)의 모테트와 미사에 쓰인 아이소

리듬(Isorhythm)38),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팔레스트리나(Giovanni

Pierluigi da Palestrina, 1525-1594)와 18세기 바로크의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의 대위법에 이르기까지 이전 음악들에 쓰인

다성부 작법을 탐구하며 ‘다차원적(mehrdimensionale) 폴리포니’39)에 대

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40)

36) 폴리포니에 대한 그의 관심은 초기에 해당하는 194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 본문에 언급한 아이소리듬이 사용된 비트리와 마쇼의 모테트와 미사,
팔레스트리나와 바흐의 대위법뿐만 아니라, 오브레히트(Jacob Obrecht
1457/8-1505), 죠스껭 데 프레(Josquin des Prez, 1450/55-1521), 오를란도 디
랏소(Orlande de Lassus, 1532-1594)의 음악에 이르기까지 서양음악의 전통
적인 다성부 작법을 폭 넓게 탐구하였다.

37) 14세기 후반 남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주로 사용된 음악양식인 아르스 수브
틸리오르(Ars subtilior)는 ‘더욱 미묘한(정교한) 양식’을 뜻하는 라틴어로, 14
세기 후반의 복잡한 리듬과 기보법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양식이다.

38) 아이소리듬(Isorhythm)은 그리스어로 ‘동질서 리듬’을 의미하며, 다성음악의
특정 성부에서 리듬과 선율의 패턴이 서로 다른 주기로 반복되며 진행하는
기법이다. 이때 리듬 패턴을 탈레아(Talea), 선율 패턴을 콜로르(Color)라고
하는데, 중세시대 아이소리듬 모테트에서 주로 테너 성부에서 탈레아를 반복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Margaret Bent, “Isorhythm,” Grove Music
Online, [2019년 10월 9일 접속],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
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
mo-9781561592630-e-0000013950.

39) 리게티는 자신의 새로운 폴리포니 기법을 ‘리듬적으로 다차원적인 폴리포니’
라고 언급한 바 있다. György Ligeti, “Rhapsodische, unausgewogene
Gedanken über Musik, besonders über meine eigenen Kompositionen,”
Neue Zeitschrift für Musik 154 (1993), 25. 를 인용한 이희경, 앞의 책, 276.
로부터 재인용.

40) ‘다차원적 폴리포니’란 서로 다른 박절단위와 빠르기로 진행되는 여러 개의
성부층이 중첩된 상태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음악학자 이희경은 ‘다차원적 폴
리포니’란 “미크로폴리포니와 달리 선율적-리듬적 형상이 뚜렷이 존재하기

http://lps3.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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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음악 외에도 과학·수학적 원리에 강한 호기심을 가졌는데,

1984년에는 프랙탈 기하학(Fractal geometry)과 카오스 이론(Chaos

theory)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단순하고 짧은 리듬 패턴이 반복되다가 점

차적으로 변형을 거쳐 카오스에 이르는 음악적 구조로 이끌어내기도 하

였다.41)

1980년대 이후는 리게티가 경험하고 습득한 다양한 요소가 융합

되어 ‘다차원적 폴리포니’의 기법이 확립된 시기이다. 유년시절의 동유

럽·서유럽의 아방가르드, 미국의 새로운 문화를 거쳐 아프리카·인도네시

아 등 다양한 문화권 음악에 대한 연구, 과학적 호기심, 이전 음악에 대

한 연구는 그의 새로운 음악 경향에 다양한 요소로 역할을 하였다. 특히,

1980년 이후 작곡된 《호른 트리오》(Trio for Violin, Horn and P iano,

1982), 《피아노 협주곡》(Piano Concerto, 1985-88), 《피아노 에튀드》

(Études pour Piano)(1985-2001)는 이러한 리게티의 음악어법이 잘 드

러나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리게티는 1956년 헝가리를 떠난 이후로부터 1980년대 이후 음악

어법을 확립하기까지 ‘정지된 음악’, ‘다차원적 폴리포니’와 같은 고유의

아이디어에 대해 고민하며 새로운 음악적 자극에 관심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헝가리 시기의 작품들은 헝가리어 텍스트나 민속음악

시작하는 70년대 이후 새롭게 시도된 폴리포니 작법으로, 폴리리듬이나 폴리
메터 혹은 상이한 속도를 겹쳐놓아 다양한 종류의 복잡한 성부망을 만들어내
는 직조방식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희경, 위의 책, 321.

41) 리게티가 1984년 접한 프랙탈의 구조는 그의 음악적 사고에 결정적인 영향
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음악에서 복잡성을 창출하는 전개 방식에 대한
관심은 이미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부터 나타났다. Brian J.
Lefresne, “Applications of Chaos Theory and Fractal Geometry in the
Music of György Ligeti,” M.A. Diss., University of Ottawa, 200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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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한 음악들이 주를 이룬 반면, 이후의 작품에서는 동유럽의 전통

이나 이전의 음악적 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와 함께 고유의 음악언어에

대한 탐구를 계속해갔다. 그러나 말년 작품에서는 다시 동유럽의 문화나

음악적 재료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2000년 작곡된 메조소프라

노와 네 명의 타악 주자를 위한 《피리, 북, 깽깽이로》(Síppal, dobbal,

nádihegedűvel)는 헝가리 작가인 산도르 뵈외레시(Sándor Weöres,

1913-1989)의 일곱 개 짧은 시에 붙인 연가곡으로, 리듬 구조에 헝가리

어 어조의 특징이 녹아있다.

리게티는 2001년에 《피아노 에튀드》 제3권을 완성하는 등 작

품 활동을 계속하다가 2006년 빈에서 사망하였다.



- 19 -

2. 리게티 에튀드에 영향을 준 음악내적·외적 요소

전 3권의 리게티 에튀드에는 다성부 작법에 대한 탐구와 함께

1950년대 헝가리 시기의 동유럽 음악, 1960년대에 서유럽으로 건너가 접

한 아방가르드 음악, 1970년대 미국에 머물며 접한 음악 등 다양한 음악

적 양식과 경험이 융합되어 나타난다. 또한 새롭게 접하는 음악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호기심과 관심은 자동피아노 음악, 아프리카 음악과 같은

음악적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가믈란 음악, 프랙탈

기하학과 카오스 이론 등 다양한 문화와 과학·수학 영역에까지 확장되어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은 응축되어 1980년대 이후 리게티의 후기

음악 양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1985년에서 2001년에 걸쳐 작곡된 《피아

노 에튀드》는 그의 후기 음악 어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이

다. 따라서 작품의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절에서는 리게티의 《피

아노 에튀드》에 나타나는 그의 음악세계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양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동유럽 민속 음악

헝가리와 루마니아 지역에서 자란 리게티는 동유럽의 언어와 민

속 음악을 비롯한 문화적 배경에서 영향을 받았다. 1950년대의 헝가리는

공산정권 정책에 의해 고립되어 그가 접하고 작곡할 수 있는 음악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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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 또한 헝가리 민속 음악,

헝가리 작가의 시와 텍스트에 기초한 음악을 주로 썼으며, 당시 생존해

있던 바르톡과 코다이의 영향을 받은 음악을 작곡했다. 헝가리에서의 문

화·음악적 영향은 이 시기 작품들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세계 전반

에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42)

본 항에서는 리게티가 관심을 가진 동유럽의 민속 음악적 요소

들 중에서 악삭 리듬과 라멘트 모티브를 소개하고자 한다.

2.1.1. 악삭 리듬(Aksak Rhythm)

리게티의 에튀드에는 2와 3의 비대칭적인 박절 단위로 이루어진

동유럽의 ‘악삭 리듬’이 사용된 것을 찾을 수 있다. 이때 터키어 ‘악삭

(aksak)’은 ‘절뚝거린다’는 뜻으로 리듬의 비대칭적 구조가 만들어내는

절뚝거리는 성격을 의미한다. 또한 바르톡은 이를 ‘불가리안 리듬

(Bulgarian rhythm)’이라고 칭하기도 했는데,43) 그는 이러한 악삭 리듬을

2+3, 2+2+3, 3+2+3, 3+3+2 등으로 결합하여 사용한 바 있다.(악보 II-1

참조) 1982년 작곡된 리게티의 《호른 트리오》(Trio for Violin, Horn

and Piano)의 피아노 파트(악보 II-2 참조)에는 3+3+2으로 결합된 악삭

리듬이 오스티나토로 등장하며 민속 리듬을 연상시킨다.

42) 리게티는 그리피스와의 인터뷰에서 바르톡의 영향에서 의식적으로 벗어나
고유한 음악 언어를 찾고자 했다고 언급했다. P. Griffiths, The
Contemporary Composers: György Ligeti, 14.

43) James Porter, “Europe, traditional music of,” Grove Music Online. [2019
년 9월 4일 접속],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
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
-000004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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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1> 바르톡의 《미크로코스모스》(Mikrokosmos, 1933) 제6

권의 149번, ‘불가리안 리듬에 의한 6개의 무곡(Six Dances in

Bulgarian Rhythm)’의 마디 1-4에 사용된 2+2+3의 악삭 리듬

<악보 II-2> 리게티 《호른 트리오》 2악장 마디 9-17의 오스티나토에

사용된 3+3+2의 악삭 리듬

그러나 악삭 리듬은 리게티가 영향을 받은 동유럽의 민속 음악

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음악에서도 나타나는데, 리게티는 그의 《호

른 트리오》에 대한 설명에서 이 곡에 사용된 악삭 리듬의 비대칭적 박

절 구조는 라틴아메리카의 춤곡 장르인 삼바(Samba)와 룸바(Rumba)에

서 영향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라틴 아메리카 음악의 영향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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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85년 완성된 《피아노 에튀드》 제4곡 ‘팡파레(Fanfares)’

에는 《호른 트리오》와 같이 악삭 리듬이 3+2+3의 오스티나토로 운용

되었다.45)

<악보 II-3> 리게티 《피아노 에튀드》 제4곡 ‘팡파레’의 오스티나토

2.1.2. 라멘트 모티브(Lament Motif)

라멘트 모티브는 죽은 사람의 장례 의식이나 사랑하는 이와의

작별, 이별의 슬픔과 탄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흐느낌이 섞여 말과 노래

사이의 성격을 가지는 목소리에서 유래한 선율 양식이다.46) 이러한 라멘

트 모티브는 유럽의 특정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에

서 슬픔을 표현하는 전통과 연관되어 사용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이 4도

로 하행하는 반음계 선율구조로 이루어진 음형이 특징이다.

44) 신인선, “리게티,”『20세기 작곡가 연구 III』, 540.
45) 리게티는 그의 《피아노 에튀드》 제4곡의 제목을 “바르톡(Bartoque)”으로
구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곡의 오스티나토에 나타나는 비대칭적
인 리듬은 《호른 트리오》와 유사한 라틴아메리카의 리듬구조 뿐만 아니라
바르톡이 사용한 동유럽 악삭 리듬의 영향 또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Richard Steinitz, György Ligeti. Music of the Imagination.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2003), 288.

46) J. Porter, “Europe, traditional music of,” Grove Music Online. [2019년
9월 4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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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4> 라멘트 모티브의 예

리게티는 헝가리와 루마니아 지역의 민속음악에서 쓰인 라멘트

선율에서 영감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어 그가 유년시절을 보

낸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 지방의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한 민속 음악

인 ‘보체트(Bocet)’에서 이러한 라멘트 선율이 나타난다.47) 음악학자 리

차드 스타이니츠(Richard Steinitz, 1938- )는 리게티 음악에 쓰인 라멘트

모티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설명하였는데, 서너 가지 특

성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하였다.48)

47) Romania: Bocet (Lament for a Dead Husband), http://muco.alexanderstreet.
com.libproxy.snu.ac.kr/View/238684. [2020년 5월 27일 접속]

48) Richard Steinitz, “Weeping and Wailing,” The Musical Times 137/1842
(1996), 18.

http://muco.alexanderstreet.com.libproxy.snu.ac.kr/View/23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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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은 《피아노 에튀드》 제6곡 ‘바르샤바의 가을(Automne à

Varsovie)’에서 사용된 라멘트 모티브에서 발견할 수 있다.49)

49) 스타이니츠는 <표 II-1>의 특성을 바탕으로 에튀드 제6곡의 라멘트 모티브
를 분석하였다. R. Steinitz, 위의 글, 17-19.

1
세 개의 프레이즈로 구성된 선율로, 이 중 세 번째

프레이즈는 앞의 둘에 비해 확장된 길이를 갖는다.

2
각각의 프레이즈는 주로 반음씩 하행하고, 뒤따르는 프레

이즈의 첫 음은 도약하여 음고를 회복하며 시작된다.

3
각각의 프레이즈는 이전의 프레이즈보다 더 낮은 음으로

끝나거나, 더 높은 음에서 시작한다.

4

도약 이후의 음(뒤따르는 프레이즈의 첫 음)과 같이 더욱

중요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음은 다른 음들과 달리 장7도

과 같은 음정을 사용함으로서 더욱 강조한다.

5

위와 같이 음을 강조할 때에 음가를 길게 하는 방식을 사

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리듬 패턴의 형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표 II-1> 스타이니츠가 정리한 리게티 라멘트 모티브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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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성부 작법

리게티의 다성적 텍스처에 대한 관심은 그가 전통 다성 음악 연

구50)를 계속해온 것에서 출발한다. 뿐만 아니라 그가 1957년에서 58년까

지 쾰른의 전자음악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며 접한 전자음향과, 1980년대

이후 새롭게 접한 자동피아노 음악과 아프리카 음악은 그의 다성부 작법

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그의 다성부 작법은 1960년대의 ‘미크로폴리포니’ 기법과

1980년대 이후의 ‘다차원적 폴리포니’ 기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미크로

폴리포니’ 기법이 시간 개념에서 벗어난 수많은 성부들이 미세하게 움직

이며 음향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라면, ‘다차원적 폴리포니’는 서로

다른 시간체계와 빠르기를 가진 여러 개의 성부층이 중첩되며 진행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2.2.1. 미크로폴리포니(Micropolyphony) 기법을 통한 음향적 관심

리게티는 1957에서 58년까지 쾰른의 전자음악 스튜디오에서 슈

톡하우젠과 함께 작업하며 《글리산디》(Glissandi, 1957), 《아티큘레이

션》(Artikulation, 1958)과 같은 전자음악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구상해왔던 ‘정지된 음악’의 아이디어에 영향을 주었는데,

‘정지된 음악’은 마디선과 박절구조로 진행되는 전통적인 서양 음악의 시

간적 개념에서 벗어나 리듬·화성·선율 없이 연속적인 음향의 흐름을 가

50) 이에 대한 내용은 각주 36)를 참고하시오.



- 26 -

진다. 리게티는 이러한 음향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미크로폴리포

니 기법을 고안하였고, 이 기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항상 성부작법(part-writing)을

통해 음악의 텍스처에 접근해왔다. 나의 몇몇 작품은 촘촘한

캐논구조를 갖고 있으나 사실상 폴리포니(캐논)는 들리지 않

는다. 귀에 들리는 것은 매우 촘촘히 짜인 거미줄과 같이 관

통할 수 없는(impenetrable) 텍스처이다. 나는 작곡을 할 때

선율선(melodic lines)을 계속 유지해왔다. 선율선들은 팔레스

트리나 또는 플레미쉬 악파의 것만큼 엄격한 규칙에 지배되지

만, 이 폴리포니의 규칙은 나에 의한 것이다. 폴리포니 구조는

귀에 들리지 않으며, 현미경으로 볼 만큼 미세한 수중세계 안

에 숨겨져 있다. 나는 이것을 미크로폴리포니라 부른다.”51)

이와 같이 리게티의 미크로폴리포니 기법은 촘촘한 캐논 구조를

가진 폴리포니로 미세하게 진행되어, 각 성부의 움직임 보다는 연속적인

음향의 흐름으로 인지된다.52) 하지만 모든 음이 기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작곡가들의 클러스터 기법과 구분된다. 미크로폴리포니 기법이 사

51) Jonathan W. Bernard, “Voice Leading as a Spatial Function in the Music
of Ligeti,” Music Analysis 13/2-3 (1994), 238.을 인용한 서정은, “20세기 음
악에 나타난 대위의 양상들(III)”, 『음악논단』32 (2014), 262. 로부터 재인용

52) 작곡가이자 음악이론가인 미겔 앙헬 로이그-프랑코(Miguel A. Roig-Francolí)
는 리게티가 이러한 작법을 망-구조(Net-structure)라고 표현했던 것을 언급
하였는데, 리게티의 망-구조는 반복되는 패턴의 성부들이 미세하게 짜인 그
물처럼 얽혀 음고, 리듬, 텍스처, 다이내믹, 음색을 변형시키며 수축 또는 확
장하며 변화를 갖는다고 하였다. Miguel Roig-Francolí, “Harmonic and
Formal Processes in Ligeti's Net-Structure Compositions,” Music Theory
Spectrum 17/2 (1995), 2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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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리게티의 작품은 각각의 성부가 음의 높낮이나 움직임의 정도를 변

화시키며 서로 다른 속도로 식별할 수 없이 움직이고, 이러한 움직임은

전체적인 클러스터의 음색을 변화시키며 진행한다.53)

이러한 미크로폴리포니의 성부망은 마디선으로 나뉘는 시간적

개념에서 벗어나 수평적으로 진행하는 음향연속체로 인식되는데, 그리피

스는 이러한 기법이 사용된 리게티의 작품 《아트모스페르》의 음향에

대해 마치 구름이 음색, 화성들을 거치며 표류하는 듯하다고 표현하였

다.54)

리게티의 《피아노 에튀드》에는 이러한 음향적 아이디어가 피

아노라는 악기를 통해 표현된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제13곡 ‘악마의 계단

(L’Escalier du diable)’에서는 비어있는 클러스터55) 화음이 사용되고, 클

러스터를 이루는 성부들이 시간차를 두고 반음씩 움직이는 형태로 진행

53) 클러스터를 사용한 작곡가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Krzysztof Penderecki,
1933-2020)는 리듬 기보 없이 음고, 다이내믹, 음역, 텍스처, 악기의 주법 등
을 통해서 클러스터의 음색을 변화시키는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리게티의 클
러스터와는 다르게 특정한 리듬이나 음고의 세부 지시가 없는 그래픽 기보법
을 사용하였다. 반면 리게티 음악의 클러스터는 다성부 작법인 미크로폴리포
니 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클러스터를 이루는 성부층의 음고와 리듬이 모두
음표로 기보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4) P. Griffiths, “Ligeti, György,” Grove Music Online, [2019년 9월 7일 접속],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
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16642.

55) 루돌프 슈테판(Rudolf Stephan)은 클러스터의 발전된 개념으로서 ‘비어있는
음다발(ein leerer Cluster)’을 넓은 옥타브 음역에서 단하나의 음이 서로 포
개어져 층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슈테판의 설명에 의하면 리게티
《피아노 에튀드》 제13곡에서 나타나는 화음은 ‘비어있는 클러스터’를 사용
하여 음향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Rudolf Stephan, György
Ligeti: Konzert fiir Violoncello und Orchester; Anmerkungen zur
Cluster-Komposition (Mainz: B. Schott, 1972), 125. 를 인용한 신인선, “새
로운 음향미학 속에서의 클러스터,” 『낭만음악』36 (1997), 49-50. 로부터 재
인용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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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때 리게티는 이러한 연속적인 음향을 표현하기 위해 ‘molto

legato’로 연결하여 연주하고, 페달의 울림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미크로

폴리포니 기법의 음향을 시도했다.56)

2.2.2. 다차원적 폴리포니(Multidimensional Polyphony)

리게티는 1980년대 자신의 새로운 폴리포니 작법을 ‘리듬적으로

다차원적인 폴리포니’라고 표현하였다.57) 서로 다른 리듬이나 템포를 가

진 성부들이 중첩된 상태로 진행되어 다층적인 리듬구조를 형성하는 다

차원적 폴리포니는 그의 후기 음악 양식의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난

다.

리게티는 1980년대에 낸캐로우의 자동피아노 음악과 아프리카

음악을 접하고 이러한 음악의 복잡성을 창출하는 폴리리듬·폴리미터·폴

리템포의 아이디어에서 특히 큰 영감을 받았다. 이러한 양식들로부터 받

은 영감은 리게티가 평소 관심을 가졌던 다성부 작법에 적용되며 다차원

적 폴리포니로 특징지어지는 그의 후기 음악 양식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

을 하였다.

2.2.2.1. 자동피아노(Player piano) 음악

낸캐로우는 멕시코에서 활동한 미국 작곡가이다. 그는 연주자가

5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I장의 3.1.1.을 참고하시오.
57) 이희경, 『리게티. 횡단의 음악』,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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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기 힘들 만큼 복잡한 리듬으로 이루어진 작품을 쓰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947년 낸캐로우는 미국 작곡가 코웰(Henry Cowell,

1897-1965)이 쓴 책 New Musical Resources(1930)에서, 그가 복잡한

폴리리듬의 구현을 위해 자동피아노를 추천한 것이 계기가 되어 펀칭된

피아노 롤(Piano roll)을 이용한 자동피아노를 마련하고 음악을 쓰기 시

작하였다.

낸캐로우의 자동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은 폴리리듬·폴리템포의

사용으로 극단적으로 복잡한 특징을 갖는다. 다수의 성부에 오스티나토·

아이소리듬(Isorhythm)·서로 다른 템포의 음형을 배치해 점점 빨라지거

나(acceleration) 매우 빠른 템포로 연주되는 것이 특징이다.58)

리게티는 1980년 낸캐로우의 자동피아노 음악을 위한 연습곡, 제

36번의 악보 한 페이지를 르네 블록(René Block, 1942- )의 글59)에서 우

연히 발견하고 낸캐로우를 가장 존경하는 생존 작곡가라고 공언했을 정

도로 그의 음악에 매료되었다. 이후 리게티는 의욕적으로 낸캐로우의 음

악을 유럽에 소개하려 했고, 1982년 낸캐로우를 유럽에 초대하여 콘서트

를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기 유럽에는 낸캐로우의 피아노 롤을 연

주할 자동피아노가 없었기 때문에 음원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라이브 연

주를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첫 콘서트 이후에도 리게티는 낸캐

로우의 두 대의 자동피아노를 위한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자동피아노를

58) Kyle Gann, “Nancarrow, (Samuel) Conlon,” Grove Music Online, [2019년
9월 7일 접속],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
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
-0000019552.

59) 베를린에 갤러리(Galerie René Block)를 소유하고 있었던 르네 블록이 베를
린 예술 아카데미(Akademie der Künste in Berlin)의 카탈로그에 쓴 논문이
라고 한다. R. Toop, György Ligeti, 182.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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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기도 하는 등 그의 음악을 유럽에 소개하는 데 열의를 보였다.60)

리게티의 《피아노 에튀드》에서 사용된 폴리리듬·폴리미터·폴리

템포는 낸캐로우의 자동피아노 음악에서와 같이 매우 복잡한 텍스처를

형성한다.61) 이러한 특징은 그가 자동피아노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리듬

과 선율의 복잡성의 한계를 실제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구현하려는 시도

라고 볼 수 있다.

2.2.2.2. 아프리카 음악

자동피아노 음악이 리게티 음악의 폴리리듬·폴리미터·폴리템포의

기법과 복잡한 텍스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면, 아프리카 음악은 그의

음악의 박절 개념과 패턴 기법에 영감을 주어 시간 체계를 벗어난 다층

적 텍스처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82년, 제자이기도 했던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작곡가 시에라는

복잡한 폴리리듬이 사용된 아프리카 음악을 리게티에게 소개했다. 그가

소개한 자료에는 아롬이 녹음하여 채집한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음악도

포함되었는데, 이후 리게티는 아롬을 직접 만나 그가 채보한 아프리카

음악을 접하기도 하였다.

리게티는 1985년 출판된 아롬의 책 『아프리카 폴리리듬과 폴리

60) R. Toop, 위의 책, 182-3.
61) 상이한 리듬으로 이루어진 성부들이 극단적인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이러
한 방식은 리게티가 낸캐로우의 자동피아노 음악을 접하기 전 작곡한 그의
작품,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소품집》 중 첫 번째 곡 ‘기념비
(Monument)’와 《콘티눔》에서 보다 단순하지만 이미 유사한 형태로 구현된
바 있다. 신인선, 앞의 책,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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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니』(Polyphonies et polyrhythmies instrumentales d'Afrique

Centrale)의 서문에서 아프리카 음악과 본인이 생각하는 음악은 구조적

으로 극도의 단순함과 복잡함을 동시에 가지는 것에서 밀접함이 있다고

하였다.62) 또한 아프리카 음악에서는 각각의 다른 패턴이 중첩된 결과로

연주되지 않지만 존재하는 ‘환영적 윤곽(illusory outline)’이 만들어지고,

패턴의 반복을 통한 ‘질서’와, 패턴의 중첩에 의한 ‘무질서’의 경계가 서

로 섞여서 보다 높은 차원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63)

리게티는 아프리카 음악에서 특히 마디 줄에서 벗어난 시간체계

에 주목하였는데, 이러한 시간체계를 구성하는 세 단계를 작곡가 이신우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64)

1. 시종일관 변함없이 반복되는 똑같은 길이의 동형진행 악절

(strophe, cycle or period)

2. 악절을 구성하는 단위로 한 가지 방법 이상으로 분할되어지

는 비대칭적 구조의 박절(metrical units): 이것을 아프리카

음악에서는 타임라인 패턴(time-line pattern)이라고 하며 리

게티는 이것을 아프리카 음악 특유의 고도의 복잡성을 이끌

어내는 잠재적 요소라고 표현하였다.

3. 메트로놈 감각으로 엄격히 유지되는 기본 박동(elementary

units or fast pulses): 극단적일 경우 1초에 12번

62) Simha Arom, African Polyphony and Polyrhythm: Musical Structure
and Methodology, Trans. Martin Thom, Barbara Tuckett, and Raymond
Boyd, 1991.

63) R. Toop, 앞의 책, 185.
64) 이신우, “리게티 음악에 나타난 아프리카 음악의 영향 – 《피아노 에튀
드》 제1권을 중심으로,” 『낭만음악』 12/3 (200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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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음악의 다성적 구조는 위의 설명과 같이 꾸준히 지속

되는 기본 박동, 반복되는 규칙적인 패턴, 불규칙적으로 분할되는 패턴을

가진 세 단계로 진행되며 비대칭적인 폴리리듬과 폴리포니를 형성한다.

또한 이신우는 아프리카 음악에서 폴리리듬과 폴리포니의 진행

방식으로 오스티나토, 모방기법, 대위법적 선율진행, 대위법적 리듬진행,

호켓(Hocket)기법과 같은 서양 음악의 방식이 사용되었다고 설명하였는

데, 아프리카 음악이 마디 구분 없이 수평적으로 나열되는 시간체계를

갖기 때문에 상기 방식들이 서양 다성음악에 나타나는 것과 매우 다른

결과를 낳는다고 하였다.65)

나아가 같은 길이의 악절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동시에 다른 성

부에는 비대칭적인 리듬 패턴을 가지는 악절이 중첩되어 복잡한 폴리포

니적 구조를 형성한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는 단순하지만 또 다른 측면

에서는 복잡하게 내재된 리듬을 가진다는 면에서 모순적인 특징을 갖는

다.

또한 리게티는 아프리카 음악에 대해, ‘빠르고 고른 박동으로 이

루어진 기본층과 주로 불규칙한 패턴의 박절 길이로 이루어진 상위층’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아프리카 음악의 다성부적 특징은 그가 이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폴리리듬과 폴리미터·폴리템포를 형성하는 다성부

작법에 대한 아이디어에 영감을 주었고, 《피아노 에튀드》를 비롯하여

1980년대 이후에 작곡된 그의 작품들에서 위와 같은 아프리카 음악의 영

향을 찾을 수 있다.66)

65) 이신우, 위의 글, 40-43.
66) 이신우, 위의 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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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그 밖의 다양한 관심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했던 리게티의 관심사는 음악·문화적 양

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학·수학적 영역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있었

다. 이 중 특히 프랙탈 기하학의 이미지와 카오스 이론은 리게티가 가지

고 있던 음악 전개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데 영향을 주었

다.

또한 리게티는 다양한 문화권의 민속 음악에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였는데, 특히 인도네시아의 가믈란(Gamelan) 음악의 음향

적 특징은 그의 《피아노 에튀드》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외에

도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의 상주 작곡가로 머무르던 시기

에 미국 작곡가들의 다양한 실험적 기법과 대중적 요소를 접했다. 특히

그는 《피아노 에튀드》에 나타나는 재즈 음악의 영향에 대해 직접적으

로 언급하기도 하였다.67)

본 항에서는 리게티의 다방면에 걸친 관심사 중에서 과학·수학

적 영역인 프랙탈 기하학과 카오스 이론, 가믈란 음악, 미니멀 음악과 재

즈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도록 하겠다.

2.3.1. 프랙탈(Fractal)과 카오스(Chaos) 이론

리게티는 서양음악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형식적 새로움

67) G. Ligeti, Liner notes to CD SK 62308 Ligeti Edition 3: Piano Work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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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였다. 그는 다양한 음악 및 비

음악 영역에서 얻은 영감으로 실험을 계속하였고, 이러한 시도는 음악적

구성에 대한 사고를 구체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또한 복잡한 구조의

다성부 작법에 대한 관심은 1984년 그가 프랙탈 기하학 형상을 접한 이

후 더욱 진전되었다.68)

프랙탈은 작은 부분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자기유사성

(self-similar)으로 전체를 만드는 기하학적 구조를 의미하는데, 미시적

세부 구조가 거시적 구조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눈송이·번개·나무·

강줄기와 같은 자연물의 불규칙한 형태 내에서 발견되는 구조로, 이외에

도 수학적 분석·생태학적 계산·위상 공간에 나타나는 운동모형 등의 과

학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이러한 프랙탈의 예로 아래

<그림 II-1>의 도형은 수학자 시어핀스키(Waclaw Sierpiński,

1882-1969)의 이름을 딴 ‘시어핀스키 삼각형(Sierpiński Triangle)’의 발

전 과정인데, 내부에 작은 정삼각형의 형태가 무한히 반복되며 동일한

형태의 전체 구조를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8) 리게티가 1984년 접한 프랙탈의 구조는 그의 음악적 사고에 결정적인 영향
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음악에서 복잡성을 창출하는 전개 방식에 대한
관심은 이미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부터 나타났다. Brian J.
Lefresne, “Applications of Chaos Theory and Fractal Geometry in the
Music of György Ligeti,” M.A. Diss., University of Ottawa, 200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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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 ‘시어핀스키 삼각형(Sierpiński Triangle)’의 발전 과정

리게티는 이러한 개념을 음악적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로 수용하

였고,69) 수학자 브누아 망델브로(Benoit Mandelbrot, 1924-2010)가 컴퓨

터 실험을 통해 고안한 프랙탈의 구조는 리게티의 음악적 상상력을 구체

화 시키는 아이디어로 작용하였다.70)

69) 신인선, “리게티,”『20세기 작곡가 연구 III』, 548.
70) 신인선, 위의 책,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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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 프랙탈을 설명한 망델브로 집합(Mandelbrot Set)의 구조

또한 카오스 이론은 최소한의 작은 단위가 반복의 과정에서 약

간의 어긋남으로 인해 복잡한 형상으로 확대되어가는 것으로, 겉으로 보

기에는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이지만 동시에 질서와 규칙을 가지는 이론이

다. 즉 프랙탈 기하학과 카오스 이론은 무질서해 보이는 현상 속에 내재

한 질서를 찾아내려는 개념이며, 이를 접한 리게티는 그의 작품에서 역

으로 아주 단순한 요소들에서 출발하여 카오스처럼 무질서해 보이는 복

잡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과정에 매료되었던 것이다.71)

그는 《피아노 에튀드》의 작품 전개방식에 대해 이러한 프랙탈

71) 이희경, 앞의 책, 26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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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의 원리와 카오스 이론에서 영향 받았다고 언급하였다.72) 이는 단

순하고 짧은 리듬 패턴으로 시작하여 반복 진행되고, 점차 변형과 균열

을 거쳐 카오스에 이르는 그의 음악 전개방식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의 에튀드 제1곡 ‘무질서(Désordre)’에서는 작은 박절패턴이 반

복되고, 반복되는 동안 사소한 변이가 지속되어 균열을 만든다. 이러한

패턴의 반복은 곡 전체를 이루며 전개되는데, 균열이 계속되어 카오스와

같은 ‘무질서’에 이르는 음악적 진행 방식을 보여준다.73)

또한 에튀드 제6곡 ‘바르샤바의 가을(Automne à Varsovie)’은

반음계로 하행하는 라멘트 모티브가 한 성부에서 긴 음가로 진행하는 동

안, 다른 성부층에 그 보다 작은 단위, 나아가 더 작은 세부 단위로 층을

이루며 중첩된 상태로 진행하는 다층적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는 전체

구조 내에서 같은 형태의 세부 구조가 반복되는 프랙탈의 형상을 연상시

킨다.

2.3.2. 가믈란(Gamelan) 음악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섬 발리에서 유래한 ‘가믈란 음악’의 음향

적인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는 금속으로 만들어

진 타악기의 소리이고, 둘째로는 정형화되지 않은 조율체계의 사용이 만

72) G. Ligeti, 앞의 글, 11.
7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I장의 2.2.1.을 참고하시오. 본고에서 예로 든 제
1곡 외에도 음악학자 브라이언 르프렌(Brian J. Lefresne)은 그의 논문에서
《피아노 에튀드》 제17곡 ‘숨차게(À bout de souffle)’를 포함한 리게티의
작품들을 프랙탈과 카오스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B. J. Lefresne, 앞의
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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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내는 음향이다.

가믈란 음악은 징이나 종·메탈로폰과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타악기가 중심이 되는 악기 편성으로 합주형태로 연주된다. 자바어로 ‘가

믈(gamel)’ 은 ‘망치로 내려치다’ 또는 ‘두드리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

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타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음색과 관련이 있다. 음계

로는 반음을 포함하지 않는 5음으로 이루어진 슬렌드로(Sléndro)를 사용

하거나, 반음을 하나 포함하는 7음으로 이루어진 펠록(Pélog)을 사용하는

데, 정형화 되지 않은 다양한 조율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리게티는 그의 에튀드 제7곡 ‘갈람 보롱(Galamb Borong)’에서

가믈란 음악의 영향을 보여준다. 이는 ‘가믈란’을 연상시키는 제목에서뿐

아니라 양손에 각각 다른 조표를 부여하여 서로 다른 온음 음계를 사용

함으로써 가믈란 음악의 조율체계를 의도한 점,74) 트레몰로를 사용하여

같은 음정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음향적 색채를 만들어간 점, 금속으로

만들어진 타악기의 음색을 의도한 점 등에서 드러난다.75)

2.3.3. 미니멀(Minimal) 음악

미니멀 음악76)은 단순화된 리듬, 멜로디, 화성언어를 추구하며

복잡한 현대음악의 해독제와 같이 등장했다. 무조성의 불규칙하고 분열

74) R. Steinitz, 앞의 책, 299.
7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I장의 3.1.5.를 참고하시오.
76) 미니멀리즘(Minimalism)은 사회적 억압과 기존 체제의 권위에 저항하는 사
회문화 운동의 움직임 속에서 예술가들이 기존의 예술개념을 거부하고 최소
한의 단순한 것으로 대상의 본질적인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 사조로 시
각예술에서 시작되어 음악을 비롯한 다른 예술, 문화적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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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리듬으로 복잡한 성격을 가지는 아방가르드 음악과 대조적으로 미니

멀 음악은 단순하고 규칙적인 구조와 텍스처를 갖는다.77)

1960년대에 미국의 라이히와 라일리의 짧은 패턴이 반복되는 음

악이 미니멀 음악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라이히가 미니멀 음악에서 사

용한 기법은 ‘페이징 테크닉(Phasing technique)’으로, 같은 악기들이 동

시에 같은 음형을 반복하다가 점차적으로 시간차를 두며 패턴을 중첩시

키고, 중첩된 패턴이 음향적 균열을 만들며 음악을 전개시키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아래 <악보 II-5>에서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피아노 페이

즈》(Piano Phase)(1936)의 악보를 살펴보면 위 파트는 ‘hold tempo 1’

으로 템포를 유지하고, 아래 파트는 ‘accel. very slightly’로 아주 미세하

게 빨라지며 연주하라고 지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두 파트의

템포의 균열을 통해 음향을 만들어간다.

<악보 II-5> 라이히, 《피아노 페이즈》 마디 2-3

77) Keith Potter, “Minimalism (USA),” Grove Music Online. [2019년 9월 6일
접속],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
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1002257002.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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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게티는 1972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상주 작곡가로 지내던

시기에 미니멀 음악을 처음 접했다. 그는 본인의 이전 작품들에 미니멀

음악과 유사한 어법이 쓰였다는 점에 놀라워했는데,78) 그가 작곡한 100

대의 메트로놈을 위한 《교향적 시》(Poème Symphonique, 1962)에서

메트로놈의 소리가 중첩되며 엇갈리는 효과와, 하프시코드를 위한 《콘

티눔》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변형되며 진행되는 특성은 미니멀 음악과

유사성을 가진다. 또한 그는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소품집》

의 두 번째 곡의 제목을 ‘라이히와 라일리와 함께하는 자화상 그리고 쇼

팽도 거기 같이 있지’라고 붙였는데, 이는 리게티가 미니멀 음악에서 발

견한 자기 자신의 음악적 특성을 반영한다.79) 또한 규칙척인 패턴으로

진행되는 성부와 패턴에 변화를 갖는 성부가 반복되며 점차 균열을 만들

며 전개되는 《피아노 에튀드》 제1곡 ‘무질서’의 특징에서 미니멀 음악

과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80)

2.3.4. 재즈(Jazz)와 대중음악적 요소

리게티는 1972년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델로니어스 몽크

(Thelonious Monk, 1917-1982)와 빌 에반스(Bill Evans, 1929-1980)등

여러 재즈81) 음악가들의 연주를 접했다. 리게티는 그들의 연주를 통해

78) R. Toop, 앞의 책, 125.
79) R. Steinitz, 앞의 책, 207-208.
80) 음악학자 박유미는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은 작곡가 중 한 명으로 리게티
를 언급하였는데, 특히 에튀드 제17곡에서 성부간에 시간차를 두고 진행하는
점은 미니멀 음악의 페이징 기법을 실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박유미, “20세기
후반 피아노 음악에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 경향,” 『음악이론연구』18
(2012),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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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재즈의 시적인 피아니즘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하였

고,82) 재즈도 콘서트홀의 음악만큼 섬세하고 우아하며, 단순성과 복잡성

을 동시에 지닌 음악이라고 생각하였다.83) 리게티가 그의 《피아노 에튀

드》 제5곡 ‘무지개(Arc-en-ciel)’를 거의 재즈 작품이라고 설명하며 다

이내믹 지시어에 “스윙을 가지고(with swing)”라는 표현을 쓰고, 평균적

인 템포 안에서 재즈와 같이 자유롭게 연주하라고 지시한 것(“freely

around this average tempo, as in jazz”)에서 재즈의 영향을 찾을 수 있

다.84)

또한 그는 미국에서 비틀즈(Beatles)와 슈퍼트램프(Supertramp)

음악의 인상적인 선율과 갑작스러운 프레이즈의 길이 변화 등 대중음악

적 요소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다.85)

81) 재즈(Jazz)는 20세기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로부터 시작되고 발달한
음악으로, 즉흥 연주와, 블루스(blues)에서 유래한 당김음 리듬과 화성,
순환하는 형식, ‘스윙’이라 불리는 유연한 리듬이 특징이다. Mark Tucker
and Travis Jackson, “Jazz,” Grove Music Online, [2019년 9월 7일 접속],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
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45011.

82) G. Ligeti, 앞의 글, 11.
83) R. Toop, 앞의 책, 152.
84) György Ligeti, Études pour P iano, Premier livre (Mainz: Schott, 1986),
37.

85) R. Toop, 앞의 책,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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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리게티 《피아노 에튀드》의 분석 및

연주법 제안

1985년부터 2001년까지 무려 16년에 걸쳐 작곡된 리게티의 전 3

권의 《피아노 에튀드》는 1980년대 이후 다방면에 걸친 그의 문화적,

음악적 경험이 융합된 새로운 음악어법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는 작품을 구상하기 전, 상상으로 음악을 그리는 과정을 중요

하게 생각하였는데, 이를 ‘상상 속의 음악’ 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하였

다.

“나는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음악을 상상한다. 작곡의

첫 단계는 언제나 ‘내면의 귀’로 작품 전체를 듣는 것이다. 하

지만 악기의 구체적인 음색이 떠오르지 않고서는 상상력이

발동하지 않는다. (...) 나는 결코 ‘추상적인’ 음악은 구상할 수

가 없다.”86)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 리게티는 작품 구상에 있어서 악기 고유의 음색

과 표현 가능성을 매우 중요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그가

《피아노 에튀드》를 통해 그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리를 피아

노라는 악기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리게티는 특정 악기의 음색 또는 음향적 측면뿐만 아니라

86) D. Bouliane, “György Ligeti im Gespräch”, 86.을 인용한 이희경, 『리게티.
횡단의 음악』, 330. 로부터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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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를 위한 물리적 접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87) 14세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한 그는 스스로 느낀 테크닉적인

부족함이 자극이 되어 연주하기 어려운 《피아노 에튀드》를 작곡하게

되었다고 그 동기를 밝힌 바 있다.88) 또한 그는 스카를라티(Giuseppe

Domenico Scarlatti, 1685-1757), 쇼팽(Frédéric François Chopin,

1810-1849),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856), 드뷔시

(Claude-Achille Debussy, 1862-1918) 작품의 피아니즘이 연주자의 신체

적 움직임에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들의 피아노 작품에서도 영향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89) 더 나아가 피아노는 한 사람의 연주자가

두 손으로 두 개 이상의 여러 성부를 한꺼번에 연주할 수 있다는 면에

서, 1980년대 이후 리게티의 주요 관심사였던 리듬적으로 다차원적인 폴

리포니, 즉 폴리리듬·폴리미터·폴리템포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데

적합한 악기이기도 했다.

리게티의 《피아노 에튀드》는 제1권(1985)의 6곡, 제2권

(1989-94)의 8곡, 제3권(1996-2001)의 4곡, 총 18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곡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87) G. Ligeti, Liner notes to CD SK 62308 Ligeti Edition 3: Piano Works,
9.

88) G. Ligeti, 위의 글, 7.
89) G. Ligeti, 위의 글, 9.



- 44 -

Premier livre
(1985)

Deuxième livre
(1989-94)

Troisième livre
(1996–2001)

1. Désordre (무질서)

2. Cordes à vide

(개방현)

3. Touches bloquées

(막힌 건반)

4. Fanfares (팡파레)

5. Arc-en-ciel (무지개)

6. Automne à Varsovie

(바르샤바의 가을)

7. Galamb Borong

(갈람 보롱)

8. Fém (금속)

9. Vertige (현기증)

10. Der Zauberlehrling

(마법사의 제자)

11. En suspens

(허공에 떠있는)

12. Entrelacs (교직)

13. L’escalier du diable

(악마의 계단)

14. „Columna infinitǎ”

(무한한 원주)

14A. „Coloana fǎtǎ

sfǎrşit” (끝없는 원주)

15. White on White

(흰색 위의 흰색)

16. Pour Irina

(이리나를 위하여)

17. À bout de souffle

(숨차게)

18. Canon (캐논)

<표 III-1> 리게티, 《피아노 에튀드》 전곡의 제목

리게티의 작업 단계 중 작품의 제목을 선정하기 위한 아이디어의 탐구

과정은 매우 인상적이다.90) 그는 주로 먼저 음악을 완성한 이후에 제목

을 정했는데, 때로는 머릿속에 떠오른 제목을 먼저 나열해놓기도 하였다.

90) 스위스 바젤(Basel)의 파울 자허 재단(Paul Sacher Stiftung)은 20-21세기
음악 연구소로, 필사본을 포함한 다양한 현대음악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 보관된 리게티의 필사본과 예비 작업을 위한 노트에는 작품의
구상을 위한 스케치와 제목을 위한 아이디어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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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제목으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구상을 위해 아이디어를 나열한

목록을 살펴보면 프랑스어·영어·헝가리어·이탈리아어·덴마크어와 같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였고, 작품과 제목의 매칭을 바꾸거나 곡목의 순서

를 바꾸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기도 했다.91)

한편 미국에서의 6개월간의 짧은 체류기간을 제외하고 헝가리와

독일에서 생애를 보냈던 리게티가 대부분의 에튀드에 프랑스어로 제목을

붙였다는 점도 흥미롭다. 제목들은 작품의 음향이나 텍스처, 연주기법을

연상시키는데, 이는 본 장의 도입에서 언급했듯이 리게티가 ‘내면의 귀’

를 통해 들은 음향을 작품에 담으며 상상 속 이미지를 제목으로 표현하

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어가 사용되지 않은 제목으로는 헝가리어인 제7곡 ‘갈람

보롱(Galamb Borong)’, 제8곡 ‘금속(Fém)’과 독일어인 제10곡 ‘마법사의

제자(Der Zauberlehrling)’, 영어인 제15곡 ‘흰색 위의 흰색(White on

White)’이 있다. 이때 제7곡의 제목은 헝가리어이지만 실제로는 인도네

시아 발리 지역의 가믈란 음악을 의미한다.92) 또한 제10곡이 독일어 제

목인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보다 먼저 작곡된

프랑스 작곡가 폴 뒤카(Paul Dukas, 1865-1935)의 작품, 교향시 《마법

사의 제자》(L'apprenti sorcier, 1876)와 구분하기 위해서 독일어로 붙인

것으로 보인다.93) 제15곡은 유일하게 영어 제목을 갖는데, 흰 건반으로

만 연주되는 작품의 음향과 ‘White on White’의 소리 울림이 어울린다고

느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제6곡의 제목인 ‘바르샤바의 가을(Automne à

91) R. Steinitz, György Ligeti. Music of the Imagination, 279-280.
92) G. Ligeti, 앞의 글, 12.
93) R. Toop, György Ligeti,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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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sovie)’은 1956년 시작된 폴란드의 현대음악 페스티벌의 이름에서 딴

것으로, 이 페스티벌에서는 특별히 리게티의 음악이 매회 꾸준히 연주되

었다.94)

이처럼 리게티는 각 곡의 제목을 통해 자신의 상상 속의 음악을

나타내고자 하는 개인적 의식의 범위를 넘어, 이를 청자나 연주자들에게

도 구체적으로 연상되도록 하였다. 이는 본 작품 전체에 담겨있는 리게

티의 개성과 풍부한 표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례라고 볼 수 있다.

94) 1980년대 초반 ‘바르샤바의 가을’ 페스티벌은 당시 폴란드의 작곡가들에게
음악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행사를 조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작
곡가들의 모임(Composers' Union)’의 멤버 대부분이 정부와 공산당에 반대
하며 개혁을 주도한 자유노조(Solidarity)를 지지하며 정치적 상황에 관여하
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1982년에는 정부의 탄압으로 페스티벌이 취소되기
도 하였다. 1985년 리게티의 에튀드 제3곡 ‘막힌 건반(Touches bloquées)’과
제6곡 ‘바르샤바의 가을(Automne à Varsovie)’은 다른 작품들의 연주와 함께
이곳에서 초연되었는데, 제6곡은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페스티벌을 유지
했던 바르샤바의 작곡가 동료들에게 헌정되었다. R. Toop, 위의 책,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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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품 개관

작품 분석과 연주법적 고찰에 앞서 본 절에서는 《피아노 에튀

드》 전 18곡의 전체 구조와 리듬적, 음향적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자 한다. 이 절에서 제시하는 각 곡들의 전체 구조는 ‘리듬적 측면에서의

분석’ 그리고 ‘음향적 측면에서의 분석’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다루

게 될 곡들의 음악적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제1곡 ‘무질서(Désordre)’(1985)에 부합하는 음악적 내용은 이미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다른 음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곡에서 오른손은 조표 없이 흰 건반의 7음 음계를 사용하고, 왼손은

검은 건반에서 5음 음계(D♯, F♯, G♯, A♯, C♯)를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

이 곡에서는 조성적 체계를 벗어난 무조적인 음향의 ‘무질서’가 형성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이 곡의 제목에 부합하는 ‘무질서’적 특성은 양손의 리듬

패턴이 악곡이 전개될수록 점차 균열을 형성하게 하는 ‘음가의 삭제’라는

장치에 의해 나타난다. 곡의 시작에서 제시된 첫 번째 리듬 패턴의 균열

은 점차 가속화되다가 마디 57에서는 앞부분과 다른 패턴이 등장한다.

이러한 패턴 형태의 변화를 기준으로 제1곡의 형식적 단락을 아래와 같

이 나눠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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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마디 리듬 패턴

A
RH 1-56 3+5, 3+5, 5+3, 7

LH 1-54 3+5, 3+5, 5+3, 8

B
RH 57-97 1+2, 1+2, 2+1, 3

LH 55-97 1+3, 1+2, 2+1, 3

A’
RH 97-151 3+5, 3+5, 5+3, 8

LH 97-145 3+5, 3+5, 5+3, 8

<표 III-2> 리게티, 에튀드 제1곡의 구조와 각 부분의 리듬 패턴

이 곡에서 양손의 리듬 패턴이 균열됨에 따라 악센트가 교차되

며 폴리리듬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II장에서 살펴본 내용과 연결

할 수 있다. 꾸준히 유지되는 8분음표의 기본 박동, 왼손의 규칙적인 패

턴, 비대칭적으로 어긋나는 박절의 세 단계는 마디선 없이 진행되며 복

잡한 폴리리듬을 형성한다는 면에서 아프리카 음악의 영향이 드러난다.

또한 이 곡을 지배하는 리듬 패턴의 작은 단위인 3+5, 5+3, 1+2 은 악삭

리듬과 연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곡을 구성해가는 작은 리듬 단위

자체 보다는 리듬 패턴이 균열된 상태로 반복되며 형성하는 무질서한 흐

름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리게티가 받았던 음악외적 영향인 카오스적 형

상을 연상시킨다.

따라서 이 곡의 분석에서는 A, B, A’의 세 부분에서 나타나는

패턴의 전개 과정을 무질서로 향해 가는 과정으로써 설명하게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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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연주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제2곡 ‘개방현(Cordes à vide)’(1985)은 제목에서와 같이 하나의

성부가 현악기의 개방현 소리를 연상시키는 완전5도 음정으로 펼쳐지며

곡이 시작되고, 이후에는 음형의 진행 방향이 어긋남에 따라 성부가 분

열하며 진행한다.95)

이 곡에서 5도 음정은 수평적으로 진행되다가, 마디 11에서 수직

적으로 동시에 울리며 음향적 변화를 갖는다. 8분음표 기본 박동 또한

변화하며 전개되는데, 성부간 2:3의 비율이 형성되며 분할을 지속하고,

마디 26에서 음역과 다이내믹, 템포의 극단적인 교체가 이루어진다. 따라

서 이러한 변화를 기준으로 제2곡의 형식적 단락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부분 마디 5도의 형태 기본 박동

A 1-11 수평적 진행 변화하기 시작

B 11-26 수직적 울림 분할 지속

C 26-39
수평, 수직적
울림의 교차 분할과 회귀

<표 III-3> 리게티, 에튀드 제2곡의 구조

95) 툽(Richard Toop)은 이 곡에서 5도(open fifth)로 진행하는 선율은 재즈 피
아니스트이자 작곡가 몽크(Thelonious Monk)의 흔적이라고 밝히며 재즈의
영향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R. Toop, 위의 책,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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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에서는 각 성부들이 수평적으로는 주로 5도 관계로 진행하기 때문

에 전반적인 소리의 울림은 협화적이지만, 성부의 어긋남과 리듬의 분할

로 인해서 5도의 음향이 다양하게 중첩된다.

한편 이 곡의 C 부분에는 리게티가 “cantabile, quasi un corno

da lontano”라고 표현한 5도 간격으로 진행하는 호른의 선율이 등장하는

데, 그는 이 선율의 전개와 함께 구체적인 지시어를 사용함으로써 음향

적 원근을 의도하였다.

따라서 음향적 측면에서의 분석에서 이 곡의 특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먼저 5도 음정이 형성하는 음향을 사용된 형태와 리듬 단위의

변화에 따라 A, B, C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부분이 5도라

는 공통적인 소재를 가지고 어떤 음향적 변화를 형성하는지 알아볼 것이

다. 또한 음향적 원근의 관점에서는 C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

를 표현하기 위한 연주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제3곡 ‘막힌 건반(Touches bloquées)’(1985)은 묵음 기법

(Blocked-key technique)96)이 사용된 부분과, 사용되지 않은 부분의 음

향적 대비가 특징적인데, 이에 따라 형식적 단락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96) 묵음 기법은 앞서 작곡된 리게티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소품
집》의 두 번째 곡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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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마디 묵음 기법 음향적 장치

A 1-71 O “stuttering”, 레가토, 악삭 리듬, 5음음계

B 72-91 X “feroce, impetuoso”, 논레가토, 반음계적

A’ 92-115 O 레가토, 반음계적

<표 III-4> 리게티, 에튀드 제3곡의 구조

A 부분에서 건반을 고정하지 않은 다른 손은 8분음표를 기본박

동으로 짧게는 2개, 길게는 21개의 8분음표로 불규칙한 패턴을 이루면서

반음계를 연주한다. 그러나 고정된 음들로 인해 소리가 나지 않는 음들

이 생기고, 따라서 반음계의 진행 대신 5음 음계, G♭, F, E♭(D♯), D♭

(C♯), B의 진행으로 인식된다. 이때 묵음 기법으로 인해 연속적인 8분음

표가 아닌 3개와 2개의 8분음표 단위로 절뚝거리는 듯한 3+2+2,

2+2+2+2의 일정한 리듬 패턴은 악삭 리듬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즉, 이

러한 다양한 음향적 장치를 통해 리게티는 “중얼거리는 듯한”97) 음향을

구현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A 부분과 대조적인 음악적 특

징을 담고 있는 B 부분은 날카롭고 선명한 음향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이 곡의 연주에 있어서 각 부분의 음향적 대비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기에. 각 부분에서 어떠한 방식을 통해 음향적 대비

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연주법을

제안할 것이다.

97) G. Ligeti, Études pour P iano, Premier livr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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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곡 ‘팡파레(Fanfare)’(1985)는 금관악기의 ‘팡파레’98)를 연상시

키는 음정 모티브와 연결해 볼 수 있다. 이 곡의 형식은 음정 모티브의

형태와 리듬 구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부분 마디 리듬 모티브

A 1-45 3+2+3
점4분음표와 4분음표의

음정 모티브

B 46-62
3와 2의 교차
(마디 48부터)

8분음표와 4분음표의
펼친 모티브

A’ 63-87 3+2+3
점4분음표와 4분음표의

화음 모티브

C 88-95 3와 2의 교차
8분음표, 4분음표,
점4분음표의 음정

모티브

B’ 96-104 3+2+3+2 와 3+3+2+2

8분음표와 4분음표의
펼친 모티브
(단, 4분음표는
음정으로 처리)

C’ 104-138 3와 2의 교차
8분음표와 4분음표의

음정 모티브

B’’ 139-171 3와 2의 교차
8분음표와 4분음표의

펼친 모티브

A’’ 171-201 2+2+... 와 3+3+... 점4분음표, 2분음표...
의 화음 모티브

Coda 202-214 3과 2의 교차 8분음표와 4분음표의
음정 모티브

<표 III-5> 리게티, 에튀드 제4곡의 구조

98) 팡파레는 어떤 의식이나 행사를 알리는 목적으로 주로 금관악기로 연주된
다. Edward H Tarr, “Fanfare,” Grove Music Online, [2020년 5월 7일 접속],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
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0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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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의 음악적 특징으로 부각되는 것은 3+2+3의 패턴을 유지하

는 오스티나토 위에 음정 모티브의 형태와 리듬 패턴이 변형되어 감으로

써 3화음으로부터 불협화로 그 음색이 변화하고, 동시에 3+2+3의 규칙적

리듬 패턴 또한 비대칭으로 변화해가면서 형성되는 폴리리듬이다.

이 곡은 위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곡을 시작하는 세 부분

(A, B, C)이 계속 변화하며 반복된다. 이 세 부분은 서로 다른 형태로

보이지만, 이는 A의 모티브로부터 변형된 형태로, 결국 모든 부분의 기

본 뼈대는 3화음의 형태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A 부분에서는 악삭 리듬

의 성격을 갖는 오스티나토 음형과 음정 모티브가 결합되어 장3화음, 단

3화음 등으로 다양한 음색의 변화를 만들며 전개된다. 이러한 3화음의

형태는 B에서 수평적으로 펼쳐져 왼손 오스티나토와 3도 음정 관계의

선율 형태로 변화한다. 이와 동시에 앞서 A에서의 규칙적인 3+2+3의 오

스티나토 리듬 패턴을 벗어나 불규칙하게 전개된다. C에서는 이러한 A

와 B의 리듬 형태가 결합되어 음정으로 처리되고, 이로 인해 리듬적, 선

율적 변화가 심화된다. 한편 C’과 B’’ 부분에 해당하는 마디 116-130에서

는 리게티가 음향적 원근을 의미하는 다양한 지시어를 사용한 점이 특징

적이다.

따라서 제4곡은 음악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

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리듬적 분석에서는 A와 B 부분에 나타나는 비대

칭적인 리듬구조를 알아보고, 음향적 분석에서는 첫째로 A에서 3화음을

소재로 어떠한 음향이 형성되는지, 둘째로 C’와 B’’ 부분에 걸쳐서 음향

적 원근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나아가 이러한

각각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연주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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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곡 ‘무지개(Arc-en-ciel)’(1985)는 오른손과 왼손에서 3박자

(3/4)와 2박자(2/)의 다른 박자표를 가지면서 폴리미터로 진행된다. 이

곡에서는 7화음과 이로부터 파생된 선율이 16분음표를 기본 박동으로 내

성과 외성에서 두 개의 층을 형성하는데, 선율은 마디 6에서 반음계적으

로 변화하기 시작하고, 오른손에 16분음표로 꾸준히 지속되어온 기본 박

동의 단위는 마디 7에서부터 8분음표의 셋잇단음표로 변화하며 불협화의

정도가 강화된다.

작품 전반에 걸쳐 이러한 7화음의 교차와 중첩에 의해 만들어지

는 폴리미터는 결과적으로 곡의 제목인 ‘무지개’처럼 다양한 음향적 색채

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한다.99)

이 곡의 구조를 나누면 아래와 같다.

부분 마디 특징

A 1-6 7화음에서 파생된 선율의 제시

B 6-13 반음계적 선율을 통한 연결

A’ 13-19 재현

Coda 19-24 A와 B의 변형을 통한 종지

<표 III-6> 리게티, 에튀드 제5곡의 구조

99) 한편 리게티는 이 곡을 거의 재즈 작품(“almost a jazz piece”)이라고 언급
한 바 있는데 잦은 루바토와 템포 변화로 즉흥적인 인상을 주는 것과 동시에
“with swing” 이라는 지시어가 사용된 것, 그리고 평균적인 템포(=84)안에
서 재즈와 같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연주하라고 설명한 것에서 재즈의 영향이
드러난다. G. Ligeti, 앞의 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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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제5곡의 연주에서 폴리미터로 교차되는 리듬과, 7화음의

중첩으로 ‘무지개’와 같은 음향적 색채를 표현하는 두 가지 특징이 모두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곡은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리듬적

측면에서는 A와 B 부분에서 폴리미터로 인한 리듬의 교차를 다루고, 음

향적 측면에서는 A 부분을 중심으로 7화음의 중첩을 분석할 것이다. 또

한 이러한 특징이 연주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알아보

도록 하겠다.

제6곡 ‘바르샤바의 가을(Automne à Varsovie)’(1985)은 16분음표

의 기본박동을 가지는 펼쳐진 옥타브 음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행하는

반음계 선율인 라멘트 모티브의 성부가 얹혀 호모포니를 형성하며 제시

된다. 라멘트 모티브는 II장에서 동유럽 민속 음악의 영향을 받은 요소로

설명했는데, 이 곡의 라멘트 모티브에는 스타이니츠가 정리한 리게티 라

멘트 모티브의 특성이 나타난다.100)

한편 이 곡에는 라멘트 모티브 외에도 관점에 따라 앞서 II장에

서 살펴본 다양한 양식들의 영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로 16

분음표의 기본박동으로 꾸준히 지속되는 성부와 비대칭적인 박절비율을

가지는 성부들이 중첩되어 폴리리듬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는 아프리카

음악의 영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이 곡의 템포는 Presto로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이때 서로 다른 빠르기를 가지는 성부들

이 중첩된 상태로 동시에 진행되면서 복잡한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은 자

100) 스타이니츠가 정리한 리게티 라멘트 모티브의 특성은 II장의 <표 II-1>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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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피아노 음악의 영향으로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미시적으로 내부의 성

부가 짧은 음가 단위의 라멘트 선율로 진행하는 동안 거시적으로는 보다

긴 음가의 라멘트 선율이 중첩되어 진행하는 점은 프랙탈의 형상을 연상

시키기도 한다.

이 곡은 성부의 중첩에 의해서 곡이 진행될수록 점차 복잡한 비

율의 폴리템포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전개는 중간 휴지부(마디 55-62)를

기점으로 텍스처가 급격히 단순해지는 변화를 갖고, 마디 62부터는 음역

이 교체되고, 16분음표의 음형 또한 변화한 상태로 다시 시작된다. 이러

한 변화를 기준으로 형식적 단락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부분 마디 텍스처

A 1-55 호모포니→폴리포니

휴지부 55-62 호모포니(리듬적)

A’ 62-122 호모포니→폴리포니

<표 III-7> 리게티, 에튀드 제6곡의 구조

한편 이 곡의 A와 B 부분은 제시되는 선율의 형태에 따라 위와

같이 세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 부분의 마디 1-36과 55-62에는 선율

적 재료로 라멘트 모티브가 사용되어 반음씩 하행하지만, 마디 36-55에

제시되는 선율은 음고의 진행 방향이 불규칙하게 변화하며 전개된다.

이 곡의 분석에서는 A 부분에서 폴리템포가 특히 두드러지는 부

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복잡한 다성적 텍스처를 표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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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법을 제시할 것이다.

제7곡 ‘갈람 보롱(Galamb Borong)’(1988-89)의 제목은 헝가리어

로, 대부분의 에튀드들에 프랑스어 제목이 붙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

러나 리게티의 설명에 따르면 제7곡의 제목은 표면적으로는 헝가리어이

지만 실제로는 인도네시아 발리 지역의 가믈란 음악을 표현하기 위한 것

이며,101) ‘갈람 보롱’은 헝가리어로 ‘우울한 비둘기’라는 뜻이지만, 의미와

상관없이 ‘가믈란’과 비슷하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다.102) 따

라서 이 곡에는 인도네시아 가믈란 음악의 영향이 나타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 곡의 음향적 소재로는 온음음계가 사용되었고 리듬적으로는

폴리리듬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아래의 형식 도해는 음향의 변화에 따라

구분한 것인데, A 부분에서는 규칙적인 16분음표의 기본박동으로부터 2

분음표의 음정이 제시되며 새로운 층을 형성한다. 이는 주로 협화 관계

로 진행하지만 점차 불협화 음정으로 변화하고, 리듬 또한 분화되어 폴

리리듬이 형성된다. 이러한 진행은 음향적으로 불협화가 가중되는 결과

를 낳는다.

B 부분에는 텍스처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저음역에서는 긴 음

가의 성부와 제시되는 가운데 고음역에서 16분음표의 아르페지오 음향층

위에 불규칙적인 화음 형태가 동시에 나타난다. 오른손의 아르페지오 음

향은 점차 하행하여 C 부분에서 저음역의 배경층을 형성하는 가운데,

101) G. Ligeti, 앞의 글, 12.
102) 이희경,『리게티. 횡단의 음악』,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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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타빌레의 선율이 새로이 등장한다. D 부분에서는 배경층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음역에서 마치 가믈란의 금속 타악기를 연상시키는 듯한 화음

이 특징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변화를 기준으로 구조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부분 마디 특징

A 1-26

배경 옥타브 간격의 트레몰로

전경 2분음표의 음정 성부

B 26-46

배경
고음역(G6 - C8)의 아르페지오

저음역(C1 - B♭2)의 긴 음가

전경
고음역(G6 - B♭7)의 화음

점8분음표를 중심으로 하는 선율 성부

C 46-73

배경
저음역(A1 - A♭3)의 배경,
4분음표의 음정 성부

전경 B 부분 배경 음형의 단편을 이용한 선율

D 73-89

배경 점진적으로 하행하는 아르페지오

전경 고음역(C6 – D7)의 화음

<표 III-8> 리게티, 에튀드 제7곡의 구조

따라서 이 곡은 우선 리듬적 측면의 분석에서 폴리리듬의 구조

가 두드러지는 A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 곡의 D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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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나는 리게티의 음향적 의도를 가믈란 음악의 다양한 특징과 연관

하여 알아보고, 이 곡에서 사용된 온음음계를 이러한 특징과 어떻게 연

관지어볼 수 있는지 음향적 관점을 통해 살펴본다.

연주에 있어서는 리게티가 이 곡의 연주 해설에서 폴리리듬의

연습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103)한 것을 바탕으로 폴리리듬의 효율

적인 연습과 연주 방법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다.

제8곡 ‘금속(Fém)’(1989)의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리게티는 이 곡

에서 딱딱하고 금속적인 음색을 요구하였다.104) 이 곡에는 5도의 사용이

두드러지는데, 앞서 설명한 제2곡 ‘개방현’에서는 5도음정이 수평적으로

펼쳐져서 진행되며 화음을 이루는 특징을 가졌다면, 이 곡에서는 5도 수

직 음정이 연속적으로 강하게 두드리듯이 연주됨으로써 타악기적인 음색

의 특성이 보다 더 부각된다. 또한 양손의 서로 다른 리듬패턴이 반복되

며 전개되는데, 5도음정은 양손의 패턴이 중첩됨에 따라 다채로운 음향

적 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이 곡의 구조는 위에서 언급한 리듬 패턴의 반복에 의해

구분되어지나, 패턴이 중첩되면서 음색, 음역, 다이내믹, 음고의 진행 방

향, 리듬 구조가 지속적으로 변화되며 새롭게 전개된다.

103) György Ligeti, Études pour P iano, Deuxième livre (Mainz: Schott,
1998), 4.

104) G. Ligeti, Études pour P iano, Deuxième livr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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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마디 변화 요소

A 1-12 기본 패턴

B 13-24 음역, 다이내믹 변화

C 25-36 음역, 화음 변화

D 36-48 음역, 음고 진행 방향, 리듬 구조, 다이내믹, 화음 변화

E 49-57 음역, 패턴 변형으로 인한 불규칙한 진행

Coda 58-78 템포, 다이내믹, 기본박동 등 앞부분과 상반된 성격

<표 III-9> 리게티, 에튀드 제8곡의 구조

따라서 이 곡의 분석에서는 우선 작품 전체에 나타나는 리듬 패

턴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알아보고, 패턴이 반복되며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떤 다양한 음색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음향적 관

점에서는 A와 C 부분, 그리고 A와 코다 부분을 비교하여 5도의 울림을

통해 리게티가 어떤 음향을 의도하였는지, 나아가 이를 연주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제안하도록 하겠다.

제9곡 ‘현기증(Vertige)’(1990)은 하행하는 반음계의 음형이 선을

이루고, 중첩과 교차를 통해 이러한 음형이 끝없이 계속되는 듯한 착각

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은 음향적 특징은 곡의 제목인 ‘현기증’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음향은 전자음악의 무한음계(Shepard scales)가 만들어내

는 음향효과와 닮아 있는데,105) 과학자 로저 셰퍼드(Roger Shepard,

105) R. Toop, 앞의 책,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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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의 이름을 딴 무한음계는 실제로는 제자리에 있지만 음향심리학

적으로 무한히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듯한 움직임을 만들어내어 청자의

귀를 속이는 효과를 가진 전자음향 기법이다. <그림 III-1>은 무한음계

의 음향을 표현한 스펙트로그램인데, 이 곡의 악보와 그 형태가 유사하

다.106)

<그림 III-1> 무한음계의 파동을 시각화한 스펙트로그램

한편 리게티는 헝가리에 머무르던 1950년대부터 마디나 마디선

없는 ‘계속되는 음악’107)에 대한 구상을 해왔는데, 1957-58년 쾰른의 전

자음악 스튜디오에서 시간적 개념 없이 진행되는 전자음향을 접하고 큰

106) https://imgur.com/gallery/R1u3Or0/comment/1431257329 [2019년 4월 14일
접속].

107) 툽(Richard Toop)은 시간 개념 없이 진행되는 특성을 가진 음악을 ‘연속적
인 음악(continuous music)’이라고 표현했는데, 리게티 또한 마디선이 없는
이러한 음향적 특징을 표현할 때 ‘연속적인 음향(continuous sound)’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특징을 갖는 음악에 대해서는 ‘연속적인 종류의 음악
(continuous kind of music)’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R. Toop, 앞의 책, 69,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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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를 가지고 작업하였다.

이 곡은 반음계로 하행하는 하나의 성부로 시작하여, 곡이 진행

될수록 성부가 추가되면서 점차 두꺼운 텍스처를 형성하며 전개된다. 마

디 25에는 연속적인 반음계의 진행에 하성부에 선율선이 추가 되는데,

이 곡의 형식적 단락은 이러한 선율 성부의 등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

눌 수 있다.

부분 마디 특징

A 1-25 성부 중첩

B 25-83 최하성부의 음가 변화

A’ 83-107 4옥타브 간격의 유니즌

B’ 107-144 최하성부의 추가

<표 III-10> 리게티, 에튀드 제9곡의 구조

따라서 이 곡의 분석에서는 선의 중첩이 두드러지는 A 부분에서

리게티가 어떠한 음향을 의도하였는지 알아보고, 음의 연결이 어려운 피

아노라는 악기에서 이와 같은 음향적 표현을 위해 어떻게 연주하는 것이

좋을지 제안하도록 하겠다.

제10곡 ‘마법사의 제자(Der Zauberlehrling)’(1994)는 곡 전체에

걸쳐서 작은 단위로 된 패턴의 빠른 반복을 통해서 연속적인 음향을 형

성하며 전개되는 특징을 가진다. 패턴이 반복되는 동안 새로운 성부가



- 63 -

추가되고, 음역 및 음형의 변화 등을 통해 악곡이 구성되는데, 이를 도식

화하면 다음과 같다.

부분 마디 특징

A 1-44 패턴 반복

A’ 45-65 선율 성부 추가

B 66-97 음역 변화, 불규칙한 리듬 패턴

A’’ 97-118 패턴 반복

<표 III-11> 리게티, 에튀드 제10곡의 구조

이때 성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음색을 미세하게 변화시키며 전

개되는 것은 미크로폴리포니 기법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성부의 움직임

은 Prestissimo의 빠른 템포와 결부되어 개별 음들이 아닌 클러스터와

같은 음향 덩어리를 형성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필자는 클러스터를 이 곡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음향의

소재로 보았다. 이에 따라 이 곡에서 빠른 음들로 이루어진 성부층이 어

떤 과정을 통해서 클러스터와 같은 음향을 형성하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음향 표현을 위해 연주법적으로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11곡 ‘허공에 떠있는(En Suspens)’(1994)은 양손이 서로 다른

기본 박동(4분음표와 점4분음표)과 박자(6/4과 12/8), 서로 다른 패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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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9+10+6과 2+4+2+2+2)의 결합을 통해 폴리미터를 형성하고, 이러한 양

손의 성부가 중첩되어 비대칭적인 리듬 구조를 형성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때 양손의 조표 또한 다른 것이 특징적인데, 오른손은 내림표(♭) 다섯

개가 붙고, 왼손은 조표 없이 진행된다.

이 곡은 기본 박동의 변화에 따라 A와 B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부분 마디 기본 박동의 변화

A 1-26
RH 4분음표

LH 점4분음표

B 27-35 8분음표

<표 III-12> 리게티, 에튀드 제11곡의 구조

이 곡의 분석에서는 A 부분을 중심으로 양손의 리듬 패턴과 중

첩된 구조를 분석하여 비대칭적인 리듬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

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리듬적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연주법을 제안하

도록 하겠다.

제12곡 ‘교직(Entrelacs)’(1993)은 양손에 서로 다른 조표가 사용

되어 음의 소재가 교차된다. 이러한 두 성부는 가까운 음정 간격으로 트

레몰로를 연주하는데, 이 상태에서 긴 음가의 음정이 다른 시차로 엇갈

려 등장한다. 이러한 등장은 제목과 같이 두 실이 얽혀있는 상태를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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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

이 곡은 배경과 전경의 음향 변화에 따라 A와 B로 나눌 수 있

는데, A 부분은 16분음표를 기본 박동으로 하는 두 개의 배경 성부와

함께 오른손과 왼손 각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등장하는 음정 성부가 전

경으로 제시된다. 이는 곡이 전개됨에 따라 성부 개수가 늘어날 뿐만 아

니라 불규칙한 박절 단위로 엇갈리고, 이러한 진행이 다시 트레몰로의

형태로 회귀한 가운데 B 부분의 오른손에는 연속적이고 불규칙한 특성

의 음형이 단편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A와 B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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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마디 특징

A 1-35
배경 16분음표 트레몰로

전경 2분음표 음정의 교차

B 35-54
배경

16분음표의 트레몰로와 아르페지오가
혼재된 형태

전경
A의 배경이 변형된 16분음표의 단편을

활용한 선율

A’ 54-64
배경

16분음표 트레몰로와 아르페지오가 혼재된
형태

전경 2분음표 화음의 교차

B’ 64-71
배경

A’의 왼손 지속, 불규칙한 간격의 화음
제시

전경 B 전경의 변형

A’’ 71-91
배경 16분음표 아르페지오에서 하행하여

트레몰로로 변형

전경 불규칙한 간격의 화음

<표 III-13> 리게티, 에튀드 제12곡의 구조

이 곡의 분석에서는 음향적 원근의 관점에서 A 부분을 중심으로

음향적 공간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고, 연주에서 어떻게 표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13곡 ‘악마의 계단(L’Escalier du diable)‘(1993)은 8분음표가

비대칭적인 박절과 함께 불협 음정과 화음(감8, 감5, 감7화음 등)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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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상행하며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108)

부분 마디 특징

A 1-25 비대칭적 리듬

B 26-43 연속적 음향

A’ 43-54 비대칭적 리듬과 연속적 음향

<표 III-14> 리게티, 에튀드 제13곡의 구조

이 곡은 위의 표와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A

부분에는 2와 3의 조합으로 악삭 리듬109)의 형태가 사용되고, 이로 인해

비대칭적인 리듬 구조로 진행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

곡의 중간 부분인 B 부분에는 “휴식 없이 계속하라(continue without

caesura)”110)는 리게티의 지시와 함께 긴 음가를 가진 화음이 등장하고,

이는 클러스터와 같은 연속적인 음향의 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리게티는

B 부분에 해당하는 마디 38부터 구체적인 지시어를 사용하거나 음역, 다

이내믹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음향적 대비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이 곡은 리듬과 음향의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A 부

분의 비대칭적인 리듬과 B 부분의 클러스터를 리게티가 어떤 음악적 장

치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는지 알아볼 것이다. 나아가 A와 B의 두 부분

108) 또한 여덟 개의 포르테(ffffffff )까지 사용된 점, 마디 37과 47에는 ‘위협적인
또는 불길한’의 의미를 갖는 ‘minaccioso’의 지시어가 사용되는 점들은 제목
인 ‘악마의 계단’의 분위기 표현에 기여한다.

109) 악삭 리듬에 대한 설명은 II장 2.2.1.을 참고하시오.
110) G. Ligeti, Études pour P iano, Deuxième livre,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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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음향의 대비를 알아보고, 이 곡의 이러한

다양한 리듬적, 음향적 특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연주법을 제안

하도록 하겠다.

제14곡 ‘무한한 원주(„Columna infinitǎ”)’(1993)는 리게티가 루마

니아의 조각가인 콘스탄틴 브랑쿠시(Constantin Brancusi 1876-1957)의

추상적 작품 ‘Infinite Column’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하였는데, 높이 솟은

조각의 형태처럼 음들이 곡의 끝까지 지속적으로 상행하며 진행된다.111)

<그림 III-2> 콘스탄틴 브랑쿠시, ‘Infinite Column(1938)’

111) R. Steinitz, 앞의 글,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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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이 곡의 첫 버전은 제14A곡 ‘끝없는 원주(„Coloana fǎtǎ

sfǎrşit”)’로, 더욱 복잡한 화음으로 이루어진 자동피아노를 위한 작품이

다.112) 그러나 리게티는 이 곡의 첫 버전 또한 어쿠스틱 피아노로도 연

주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113) 이는 자동피아노 음악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복잡성의 한계를 어쿠스틱 피아노에 의해 구현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 곡은 곡 전체에 걸쳐서 성부들이 그물처럼 얽힌 상태로 상승

하며 음향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전개는 마디 27부터 화음 성부가 추

가되고 다이내믹과 음역 또한 극단에 도달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형

식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부분 마디 특징

A 1-27 중첩된 성부의 상행

B 27-43 화음 성부 추가

<표 III-15> 리게티, 에튀드 제14곡의 구조

필자는 이 곡에서 성부가 중첩된 상태로 진행되는 구조가 결과

적으로 클러스터의 음향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음향을

연주에서 어떤 표현 방식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12) 리게티는 낸캐로우의 자동피아노 음악을 위한 작품을 접하고 낸캐로우를
가장 존경하는 생존 작곡가라고 공언했을 정도로 그의 음악에 매료되었는데,
자동피아노 음악의 폴리리듬, 폴리템포의 사용으로 극단적으로 복잡한 텍스
처의 특징을 갖는 점에서 영향을 받았다.

113) G. Ligeti, Études pour P iano, Deuxième livre,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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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곡 ‘흰색 위의 흰색(White on White)’(1995)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곡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몇 음을 제외하고는 흰건반으로만 연

주된다. 유일하게 영어 제목을 갖는 이 곡은 리게티가 소리 울림에 의미

를 두었던 것을 고려했을 때, 영어인 ‘White on White’의 소리 울림이

흰 건반으로만 이루어진 작품의 음향과 어울린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분위기로 전환되는 마디 16 전까지는 2분음

표만 사용되어 악보를 보았을 때 제목의 시각적인 인상을 강하게 준다.

이 곡은 다이내믹, 빠르기, 기본 음가의 대비에 따라 아래와 같

이 A와 B로 나눌 수 있다.

부분 마디 템포 지시 기본 박동

A 1-15 Andante con tenerezza 2분음표

B 16-48 Vivacissimo con brio 8분음표

<표 III-16> 리게티, 에튀드 제15곡의 구조

이 곡은 A 부분에서 왼손 성부가 오른손 성부를 모방하며 중첩

을 통해 형성하는 음향과, B 부분에서 양손에 악센트가 엇갈리며 폴리리

듬으로 진행되는 리듬적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각 부분의 분석

과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연주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제16곡 ‘이리나를 위하여(Pour Irina)’(1996-97)의 ‘이리나’는 이

곡을 헌정받은 피아니스트 이리나 카타에바(Irina Kataeva)114)를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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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곡은 다음과 같이 마디선 없이 네 부분(A-D)에 걸쳐서 템포가

점차 빨라지고 리듬이 변화하면서 전개된다.

부분 템포 지시 기본 박동

A
Andante con espressione, rubato,

molto legato, ♩=72
4분음표

B Allegro con moto, sempre legato,
♩=152

8분음표

C Allegro vivace, =♫ 8분음표

D Molto vivace, ♬♬= 16분음표

<표 III-17> 리게티, 에튀드 제16곡의 구조

네 부분 중에서 A와 B 부분은 수평적인 선으로 진행하며 표현

적인 성격이 나타나고, 이와 대비되는 C와 D 부분은 비대칭적인 리듬으

로 진행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먼저 C, D 부분의 비대칭적인 리듬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고, 이 부분의 연주에 있어서 표기된 악센트가 비대칭적인 박절을

강조하기 위한 것 외에도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

한 음향적 관점에서는 A, B와 C, D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어떤 대비

114) 20세기 음악 연주에 큰 관심을 가진 러시안 피아니스트 이리나 카타에바
는 1985년부터 프랑스에 거주하며 리게티를 비롯한 올리비에 메시앙, 피에르
불레즈와 같은 현대 음악 작곡가들의 작품을 초연 및 연주하였고, 소니 클래
식(Sony Classics) 레이블을 통해 리게티의 피아노 작품을 녹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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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연주법을 제시

하도록 하겠다.

제17곡 ‘숨차게(À bout de souffle)’(1997)는 제16곡 ‘이리나를 위

하여’와 마찬가지로 마디선과 박자표가 없고, 8분음표를 기본박동으로 하

는 두 성부가 시간차를 두고 서로 모방하며 진행된다. 이때 모방하는 두

개의 선이 진행되는 동안 악센트들이 교차되고, 이는 제목과 같이 숨이

차는 듯한 빠른 진행감을 더욱 부각하며 계속해서 긴장감을 부여한다.

이러한 모방은 곡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표현성 보다는 기교를

우선시하는 기계적인 연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II장에서 설명한

자동피아노 음악의 영향으로 추측할 수 있다.115) 이외에도 음악학자 브

라이언의 경우 이 곡을 프랙탈과 카오스 이론과 연관하여 분석하였는데,

이 곡에서 짧은 선율 재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되풀이될 때

마다 변화하고 확장되며 전개되는 특징을 프랙탈의 자기유사성으로, 한

성부가 다른 성부를 모방함으로 인해서 악센트가 교차되고, 이로 인해

더욱 복잡한 음향이 형성되는 점은 카오스 이론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116)

이 곡은 왼손이 오른손을 모방하는 A 부분과 오른손이 왼손을

모방하는 B 부분, 그리고 다시 왼손이 오른손을 모방하는 A’으로 나눌

수 있다.

115) 성부간에 시간차를 두고 진행하는 이러한 특징은 앞서 II장에서 언급했듯
이 미니멀 음악의 페이징 기법과의 유사성을 보이기도 한다. 박유미, “20세기
후반 피아노 음악에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 경향,” 68.

116) B. J. Lefresne, “Applications of Chaos Theory and Fractal Geometry in
the Music of György Ligeti,” 119-121.



- 73 -

부분 단 특징

A 1 왼손이 오른손 모방

B 21 오른손이 왼손 모방, 선율 성부 추가

A’ 27 왼손이 오른손 모방, 극단적 다이내믹

<표 III-18> 리게티, 에튀드 제17곡의 구조

따라서 이러한 모방 기법에 주목하여 필자는 A 부분과 B 부분

에서 모방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이러한 모방을 통해서 어떤 음향

이 형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특히 B 부분은 오른손에 긴 음가의 선

율선이 등장하며 대조적인 음색으로 연주되는 점을 참고하여 대조적인

음색의 표현을 위한 연주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제18곡 ‘캐논(Canon)’(2001)에는 앞서 제17곡에서와 같이 극단적

인 템포와 다이내믹의 지시가 사용되었는데, 이 또한 II장에서 설명한 자

동피아노 음악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기계적인 성격은 도돌이표에 의해

동일한 형태가 한 번 더 반복되는 구조로 인해서 더욱 강조된다. A는

Vivace poco rubato이며 반복되는 A’는 Prestissimo로 빠르기가 변화하

고, 코다는 Lento con tenerezza로 2분음표 수직 화음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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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템포 지시 기본 박동

A Vivace poco rubato 8분음표

A’ Prestissimo 8분음표

Coda Lento con tenerezza 2분음표

<표 III-19> 리게티, 에튀드 제18곡의 구조

이때 A와 A’는 두 옥타브의 간격을 두고 왼손이 오른손을 모방

하며 진행되는데, 이로 인해 완전5도 음정이 서로 중첩됨으로 말미암아

장7화음, 단7화음, 장9화음 등의 다양한 화음을 이루며 다채로운 색채 변

화를 일으킨다.

따라서 이 곡은 A 부분에서 리게티가 모방 기법을 통해 의도한

음향을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표현하기 위한 연주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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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듬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연주법

리게티 《피아노 에튀드》의 각 곡에는 리듬적 요소에 대한 그

의 실험적인 시도가 잘 드러난다.117) 본 절에서는 에튀드에 나타나는 리

듬적 특징을 크게 다차원적인 폴리포니와 패턴의 전개방식으로 나누어

서, 먼저 다차원적인 폴리포니를 형성하는 폴리리듬, 폴리미터, 폴리템포,

비대칭적 리듬구조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마디선의 시간 개념에서 벗어

나 전개되는 패턴의 전개 방식과 패턴의 반복과 변화를 통해 구조를 만

들어가는 전개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리듬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연주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2.1. 다차원적인 폴리포니

리게티의 다성부 작법은 서로 다른 박절 구조와 빠르기를 가진

성부들의 중첩을 통해 폴리리듬과 폴리미터, 폴리템포를 형성한다. 그는

자신의 음악의 이러한 특징을 리듬적으로 다차원적인(mehrdimensionale)

폴리포니118)라고 표현하였다. 리듬적 폴리포니는 양손의 박절 단위를 불

규칙하게 변형시켜서, 이로 인해 악센트의 시차가 엇갈리는 폴리리듬으

117) 리게티는 《피아노 에튀드》의 작곡에 있어서 두 가지가 특히 중요했다고
밝혔다. 첫째로는 서양음악의 전통적인 박절 개념에서 벗어난 패턴의 진행에
대한 것이고, 둘째로는 둘 이상의 성부가 결합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환영적
선율과 리듬(illusory melodic/rhythmic configurations)’이다. G. Ligeti, 앞의
글, 9-10.

118) 이에 대한 내용은 II장의 각주 39)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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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시키는 방식, 양손에 다른 박자표를 부여함으로써 폴리미터를 사

용하는 방식, 성부들을 각각 다른 박절 단위로 속도를 다르게 진행시켜

서 폴리템포를 형성하는 방식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성부간

서로 다른 리듬 패턴의 중첩으로 인해 비대칭적인 리듬 구조119)가 형성

되고, 이 또한 다차원적인 폴리포니를 형성한다.

따라서 《피아노 에튀드》에서 다차원적인 폴리포니를 형성하는

폴리리듬, 폴리미터, 폴리템포, 비대칭적인 리듬구조를 살펴보고,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리게티가 어떤 음악적 실험을 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연

주에서 작곡가의 의도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1.1 폴리리듬(Polyrhythm)120): 제7곡, 제15곡

제7곡 ‘갈람 보롱(Galamb Borong)’은 16분음표의 기본 박동을

가지는 펼쳐진 옥타브 음형의 성부와 2분음표로 긴 음가의 선율을 가지

는 성부가 양손에 동시에 진행되며 전개된다.

119) ‘비대칭적인 리듬 구조’는 하나의 성부가 수평적으로 진행할 때 2+3과 같
이 비대칭적인 조합을 가지는 리듬 구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차원적인
폴리포니를 형성하는 비대칭적인 리듬 구조는 두 개 이상의 성부에 이러한
리듬 구조가 동시에 진행되며 박절 단위가 교차되며 다층적 리듬 구조를 형
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20) 폴리리듬은 서로 다른 리듬의 중첩을 의미하는데, 리게티는 그의 《피아노
에튀드》에서 각 성부에 서로 어긋나는 리듬 단위를 중첩시키는 방식으로 폴
리리듬을 사용하여 다차원적 폴리포니를 형성하였다. “Polyrhythm.” Grove
Music Online, [2020년 4월 28일 접속], http://lps3.www.oxfordmusiconline.
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
/omo-9781561592630-e-0000022059.

http://lps3.www.oxfordmusic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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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1> 리게티 에튀드 제7곡 마디 1-6

ⓒ2020 SCHOTT MUSIC, Mainz

또한 이 곡은 12개의 16분음표 간격으로 등장하는 긴 음가의 음

정마다 하나의 마디로 느껴지는 하이퍼미터로 시작하는데, 곡이 진행될

수록 박절 단위가 16분음표 6개, 4개, 3개, 2개 등 점점 짧은 패턴으로

줄어들고, 인지되는 리듬의 형태가 점진적으로 짧아진다. 이때 긴 음가의

음정은 오른손과 왼손에 서로 다른 시차를 두고 등장하며 폴리리듬을 형

성한다. 이러한 진행방식은 음악적 긴장도를 높이며 지속된다.



- 78 -

<악보 III-2> 리게티, 에튀드 제7곡 마디 13-16의 폴리리듬

ⓒ2020 SCHOTT MUSIC, Mainz

한편 리게티는 이 곡의 연주해설에서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하

였다. 이 곡의 전체에서 각 손이 완전히 분리되어 연주되어야 하고, 모든

음들은 악보에 이음줄 표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고르게 레가토로 연주

되어야 하며, 그 중 멜로디에 해당하는 음가가 비교적 긴 음들은 테누토

나 악센트 표기가 없어도 언제나 매우 노래하듯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

였다. 또한 프레이징은 선율적 흐름에 따라서 연주자가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고(“the phrasing can be interpreted freely according to the

melodic sense and continuity”)121) 하였다.

이처럼 폴리리듬으로 여러 개의 성부가 동시에 진행하는 작품을

연주할 때에는 성부간의 다이내믹 밸런스를 고려해야한다. 리게티는

《피아노 에튀드》에서 중첩되어 진행되는 성부들의 다이내믹을 각각 따

121) G. Ligeti, Études pour P iano, Deuxième liv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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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기하거나, 성부간 음량적 밸런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예를 들어 그는 제7곡의 선율 성부에 테누토나 악센트 표기를 사용하였

는데, 이 곡의 연주 해설에서는 이러한 표기가 없더라도 선율에 해당하

는 음들을 강조하여(accentuation) 연주하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리게

티가 성부간의 음량적 밸런스를 중요하게 다룬 곡들은 에튀드 곳곳에 나

타나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작품 내에서 리듬적 폴리포니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122)

또한 그는 이 곡의 연주 해설에서 폴리리듬의 연주를 위해 양손

을 분리해서 연습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123) 이러한 연습방법은 이 곡뿐

만 아니라 폴리리듬이 사용된 다른 곡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특히 제

6곡 ‘바르샤바의 가을’은 한손이 서로 다른 박절 구조를 갖는 여러 성부

를 동시에 연주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폴리리듬의 텍스처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연습방법을 제6곡에 적용할 때에는 양손으로 분리하여 연

습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성부를 구분하여 연습하여야 한다.

제15곡 ‘흰색 위의 흰색(White on White)’은 하나의 이음줄로 연

결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2분음표의 기본 박동이 리듬적인 특징 없이

일관되게 진행하는 A 부분과, 8분음표의 기본 박동으로 박절의 변화가

122) 리게티는 에튀드 제1곡 ‘무질서’의 A’ 부분에서(마디 97) 왼손보다 오른손
성부를 더욱 강하게 연주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는 비교적 낮은 음역에서
연주되는 왼손 성부와 동등한 음량적 밸런스를 갖기 위한 것이고, 제4곡 ‘팡
파레’에서는 음정 모티브와 오스티나토 성부간의 밸런스를 위해서 음정 모티
브를 더욱 크게, 두드러지게(louder, bring out) 연주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때
오스티나토 성부는 항상 배경(background)이 되도록 작게 유지하라고 하였
다. 이러한 지시는 리게티가 복잡한 다성부적 텍스처를 형성하는 개별 성부
의 역할과, 이들의 음량적 밸런스를 세심하게 고려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123) G. Ligeti, Études pour P iano, Deuxième liv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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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지는 B 부분으로 나뉜다. 이 중 B 부분을 살펴보면, 양손에 불규칙

한 간격으로 악센트가 붙어서 폴리리듬을 형성하는 특징을 보인다.

<악보 III-3> 리게티, 에튀드 제15곡 마디 16-17의 폴리리듬

ⓒ2020 SCHOTT MUSIC, Mainz

이 부분은 양손의 성부가 분리되며 폴리리듬으로 진행되는데, 이

로 인해 악센트가 붙은 음들이 불규칙하게 교차된다. 위의 <악보 III-3>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불규칙한 악센트가 13개의 8분음표 단위로 시차

를 두고 붙는 경우에는 음형에 따라 13의 박절 단위를 세분하여 (5+3+5)

또는 (2+3+3+5)의 조합으로 생각하고 연주하면 리듬적인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때 리게티는 최대한 레가티시모로(legatissimo possible) 연주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음형의 잦은 도약으로 인해서 손으

로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잦다. 이러한 경우에는 댐퍼 페달을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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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결을 도울 수 있고, 스포르찬도(sforzando)가 붙은 음에는 동시에

짧은 페달을 사용하여 이 음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그러나 리게티는

마치 댐퍼 페달이 없는 것처럼(quasi senza Ped.)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페달은 1/2의 깊이로 최대한 짧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악보 III-4> 리게티, 에튀드 제15곡 마디 16-17의 페달

ⓒ2020 SCHOTT MUSIC, Mainz

2.1.2. 폴리미터(Polymeter)124): 제5곡

제5곡 ‘무지개(Arc-en-ciel)’의 오른손에는 16분음표 4개 단위로

3박자(3/4), 왼손에는 16분음표 6개 단위로 2박자(2/)의 다른 박자표를

124) 서로 다른 성부에 각각 다른 박자표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리게티의
《피아노 에튀드》 제5곡은 오른손과 왼손에 각각 3/4과 2/의 다른 박자표
가 부여된 폴리미터가 사용된 작품이다. Gardner Read, Music Notation: A
Manual of Modern Practice, (New York: Taplinger Publishing Company,
1979),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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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면서 폴리미터로 진행된다. 이때 오른손에는 16분음표 4개 단위로 7

화음이, 왼손에는 16분음표 3개 단위로 단3화음이 분산된 형태로 연주되

는데, 서로 다른 박절 단위로 화음이 겹치며 음향적 색채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악보 III-5>의 마디 1을 살펴보면 오른손은 한 마디에 세

개의 장7 또는 단7화음이, 왼손은 네 개의 단3화음이 분산된 형태로 진

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III-5> 리게티, 에튀드 제5곡 마디 1

ⓒ2020 SCHOTT MUSIC, Mainz

앞서 설명했듯이 이 곡은 폴리미터의 사용으로 인해서 오른손은

4분음표를 기본 음가로 하는 세 박 단위, 왼손은 점4분음표를 기본 음가

로 하는 두 박 단위로 서로 박절 단위가 다르다. 이때 왼손은 점4분음표

(16분음표 6개)의 간격으로 한 마디에 두 번의 악센트가 붙어서 일관된

박절 단위를 표현하는데, 오른손은 상성부의 선율에 간헐적인 악센트가

붙다가, 마디 3부터 박절 단위가 16분음표 세 개 씩의 단위로 변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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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이 시작된다.

<악보 III-6> 리게티, 에튀드 제5곡 마디 3-4의 오른손 박절 변화

ⓒ2020 SCHOTT MUSIC, Mainz

또한 이 곡에서 리게티는 모든 악센트를 매우 명확히 연주하라고 지시하

였는데, 이러한 지시는 연주시에 위의 <악보 III-6>과 같이 규칙적으로

진행하는 왼손과, 변화하는 오른손의 교차되는 박절 구조를 더욱 강조하

라는 의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곡에서는 위와 같은 폴리미터로 인해 왼손과 오른손의 화

음이 박절 단위의 차이를 두고 엇갈리며 중첩되고, 이로 인해 서로 다른

화음이 교차되어 울리면서 다양한 음향적 색채를 표현한다. 따라서 양손

의 화음의 울림을 유지함과 동시에 과도한 불협화음의 울림을 피하기 위

해서 손페달을 비롯한 섬세한 페달링이 요구된다. 또한 양손에 각각 다

른 화음이 시간차를 두고 쓰였기 때문에 어느 한 손에 맞춰 페달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다른 손 화성의 울림이 끊어질 수 있다. 따

라서 마디 1에서와 같이 페달이 바뀌는 경우에도 왼손 화음의 울림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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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위해서 레가토 주법으로 연결해서 연주할 뿐만 아니라 손으로 더

욱 길게 지속시키는 손페달을 사용해야한다.

<악보 III-7> 리게티, 에튀드 제5곡 마디 1-2의 페달

ⓒ2020 SCHOTT MUSIC, Mainz

한편 리게티는 이 곡에서 모든 악센트를 명확하게 표현하라고

지시하였는데(‘Play all the accents very clearly.’),125) 이 곡에서 악센트

는 양손의 서로 다른 박절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었다. 예

를 들어, 마디 7에서는 왼손의 단위마다 악센트가 붙고, 오른손은 상성

부의 반음계 진행을 강조하기 위해 셋잇단음표마다 악센트가 붙어서 진

행된다. 따라서 양손의 악센트가 엇갈리는데, 왼손의 악센트를 기준으로

페달을 사용하고 오른손의  단위마다 3분의 1 만큼 바꿔주면 울림의 정

도를 조절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엇갈린 양손의 악센트를 더욱 명확하

게 표현할 수 있다.

125) G. Ligeti, Études pour P iano, Premier livre,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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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8> 리게티, 에튀드 제5곡 마디 7-8의 페달

ⓒ2020 SCHOTT MUSIC, Mainz

2.1.3. 폴리템포(Polytempo)126): 제6곡

제6곡 ‘바르샤바의 가을(Automne à Varsovie)’은 16분음표의 기

본 박동으로 꾸준히 지속되는 펼쳐진 옥타브 음형과 라멘트 모티브의 성

부가 호모포니를 형성하며 전개된다.

이때 라멘트 모티브를 구성하는 음들은 4분음표 하나에 16분음

표 하나를 더한 16분음표 다섯 개의 음가를 기본단위로 하며, 펼쳐진 옥

타브 음형은 16분음표 네 개가 하나의 박절 단위를 구성함으로써 서로

5:4의 비율을 가진다.

126) 폴리템포는 개별적인 템포를 가진 여러 개의 성부가 동시에 진행하는 것
을 의미하는데 리게티의 《피아노 에튀드》 제6곡에는 서로 다른 음가로 인
해서 각각 다른 빠르기를 갖는 성부들이 동시에 중첩되어 진행되는 폴리템포
가 사용되었다. 서정은, “20세기 음악에 나타난 대위의 양상들(III),”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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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9> 리게티, 에튀드 제6곡 마디 1-4의 호모포니적 텍스처

ⓒ2020 SCHOTT MUSIC, Mainz

곡이 진행될수록 박절 단위가 변화하고 다양한 음가를 가지는 성부들이

추가되어 박절 단위의 비율이 점차 복잡해지는데, 이로 인해 폴리리듬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편 음악학자 서정은은 이 곡에서 서로 다른 음가를 갖는 반음

계의 선율들이 중첩되며 수평적으로 폴리포니를 형성하며 전개되고, 서

로 다른 음가로 인해서 성부들은 각각 다른 템포를 형성하는 특징을 갖

는다고 설명하였다.127)

127) 서정은, 위의 글,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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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10> 리게티, 에튀드 제6곡 마디 43-46의 폴리템포

ⓒ2020 SCHOTT MUSIC, Mainz

위의 <악보 III-10>에서는 마디 43에서 수평적으로 진행하는 네

개의 성부가 16분음표를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다섯 개( +  ), 세 개

(♪. ) 단위로 진행하며 5:3을 형성하고, 16분쉼표 하나의 시차를 두고 세

개( ) 단위의 성부가 추가되며, 마디 44의 끝부분에서 또 다시 일곱

개(+  ) 단위의 성부가 추가되어서 복잡한 폴리템포를 형성한다.

이를 그래픽으로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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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3> 리게티, 에튀드 제6곡 마디 43-46의 폴리템포

위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성부가 다른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연주 시에 각 성부의 진행을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5:3,

5:7, 5:7:3 등으로 두 개나 세 개의 성부를 따로 분리하여 연습하는 것이

성부를 인지하고 연주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위의 <악보 III-10>를 살펴보면, 3개나 5개의 16분음표 단

위로 비교적 짧은 음가로 진행하는 성부는 테누토로 지시된 반면, 7개의

16분음표 단위로 긴 음가를 갖는 성부는 악센트가 붙어 있다. 이러한 지

시는 리게티가 성부간의 음량적 밸런스를 세심하게 고려했다는 것을 보

여주는데, 짧은 음가로 빠르게 진행하는 음들에 비해서 느리고 길게 지

속되는 음들은 소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성부의 진행을 표현하기 어렵

기 때문에 긴 음가를 갖는 성부는 악센트를 사용해서 한층 더 두드러지

게 연주하도록 한다.

2.1.4. 비대칭적 리듬구조: 제4곡, 제11곡, 제13곡, 제16곡

제4곡 ‘팡파레(Fanfare)’는 오스티나토와 음정 모티브 성부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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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패턴이 엇갈리며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곡의 오스티나토는 온음+온음+반음 관계로 구성된 두 개의

테트라코드(Tetrachord)가 결합되어(C-D-E-F, F♯-G♯-A♯-B) 순차적으

로 상행하여 4+4 단위를 이루고, 리듬적으로는 8분음표의 기본 박동이

3+2+3개 단위로 악센트 처리되어 비대칭적인 악삭 리듬을 형성한다.

<악보 III-11> 리게티 에튀드 제4곡의 오스티나토

한편 마디 2에 등장하는 음정 모티브는 3과 2가 교차되어 결합

된 형태로 3+2+3+3, 3+3+2+3와 같은 다양한 변화를 가지며 전개된다. 이

때 두 성부의 리듬 패턴은 서로 엇갈리며 폴리리듬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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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12> 리게티, 에튀드 제4곡 마디 2-3의 음정 모티브

먼저 오스티나토 성부를 살펴보면, 3+2+3 리듬 구조는 테트라코

드의 네 음이 형성하는 화성적 리듬인 4+4와 불일치하며 진행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정 모티브는 마디선을 벗어나 다양한 리듬 구조

로 전개되는데, 오스티나토의 두 가지 다른 리듬 구조가 만들어내는 불

일치성에 음정 모티브의 리듬 형태가 결합되며 전개되어 비대칭적인 특

징이 더욱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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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13> 리게티, 에튀드 제4곡 마디 1-4의 세 가지 다른 리듬층이

형성하는 비대칭성

ⓒ2020 SCHOTT MUSIC, Mainz

한편 리게티는 이 곡의 음정 모티브 첫 음에 악센트를 붙여서

마디의 첫 음처럼 느껴지도록 연주하라고 설명하였다.128) 이 곡의 실제

마디선은 오스티나토 성부의 3+2+3 박절에 맞추어서 8개의 8분음표 단

위로 나뉘어 있고, 곡이 진행될수록 음정 모티브의 박절 단위가 오스티

나토의 악센트와 불일치하며 전개될 때에는 이러한 마디선에서 벗어나게

된다. 리게티는 이 곡 뿐만 아니라 다른 에튀드 작품에서도 마디선은 박

절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연주자와 기보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표기는 리게티의 의도와는 달리 음정

모티브의 연주에 있어서는 시각적으로 불편함을 초래한다. 이때 리게티

가 지시한 바와 같이 음정 모티브의 첫 음을 기준으로 마디선을 나누어

서 생각하면 연주하기에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8) G. Ligeti, Études pour P iano, Premier livr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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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14> 리게티, 에튀드 제4곡 마디 1-8의 마디선을 음정 모티브

를 기준으로 나눈 경우

제11곡 ‘허공에 떠있는(En Suspens)’은 오른손은 4분음표를 기본

박동으로 3개와 2개의 조합을 갖는 6/4박자, 왼손은 점 4분음표를 기본

박동으로 두 박 계열인 12/8박자로 폴리미터를 형성하며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다.

서로 다른 패턴의 박절 구조가 중첩되는 이러한 방식을 리게티

는 ‘일반화된 헤미올라(Generalized hemiola)’129)라고 개념화 하였는데,

이희경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29) 작곡가 스티븐 테일러(Stephen Andrew Taylor)는 2:3의 비율을 갖는 헤미
올라는 4:3, 5:6, 11:13 과 같은 다양한 비율에 적용되어 일반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Stephen Andrew Taylor, “Hemiola, Maximal Evenness, and
Metric Ambiguity in Late Ligeti,” Contemporary Music Review, 31:2-3
(2012),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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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게티는 2박자와 3박자의 공존으로 만들어지는 19세기 피

아노음악의 헤미올라가 갖는 박절적 모호성에 착안하여, 그것

을 복잡한 폴리리듬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확대시킨다. 말하

자면 동일한 마디 내에서의 2:3이나 3:4의 비례관계가 아니라,

마디와 상관없는 임의의 소수비례들(5:3, 7:5, 7:5:3 등)을 통해

아주 복잡한 리듬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을

리게티는 ‘일반화된 헤미올라’라고 개념화한 바 있다.”130)

일반화된 헤미올라를 통해 서로 다른 리듬 패턴이 반복되는 전

개방식은 ‘탈레아(Talea)’가 반복되는 기법을 연상시킨다.131)

마디 1-12의 리듬 패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RH LH

기본 박동  
박자 6/4 12/8

리듬 패턴 9(3+2+2+2)+10(3+3+2+2)+6(3+2+1) 2+4(1+1+1+1)+2+2(1+1)+2

총 길이  × 25개 (♪× 50개) × 12개 (♪× 36개)

<표 III-20> 리게티, 에튀드 제11곡 마디 1-12의 리듬 패턴

양손의 패턴은 각각의 리듬 구조로 동일하게 반복되지만, 선율이 특정한

반복이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패턴은 인지되기 어렵다.

130) G. Ligeti/D. Bouliane, “Stilisierte Emotion”, MusikTexte 28/29 (1989),
52.를 인용한 이희경, 앞의 책, 271.로부터 재인용

131) 이러한 특징은 제8곡 ‘금속’의 패턴 전개방식에도 나타난다.(III장 2.2.2.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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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15> 리게티, 에튀드 제11곡 마디 1-12의 반복되는 패턴

ⓒ2020 SCHOTT MUSIC, Mainz

위와 같이 서로 다른 리듬 패턴으로 인해서 양손 성부간 비대칭

적인 박절 구조가 형성된다. 이때 리게티는 이러한 리듬적 특성을 표현

하기 위해서 오른손에는 박절 단위를 표시하는 악센트를, 왼손에는 간헐

적으로 테누토를 지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디 1-12의 오른손은 3+2의 박절이

조합된 형태로 진행되는데, 박절의 첫 음에 악센트가 붙고 다양한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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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믹의 변화를 갖는다. 이때 왼손은 언제나 작게 pp 로 유지하라고 지시

되어 있고 주로 테누토 표기가 되어있는 반면, 오른손은 p 와 mp, 악센

트 표기로 왼손에 비해서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양손의

기본 음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악센트와 테누토의 시차가 엇갈린다.

이러한 지시를 통해서 연주자들은 이 부분은 오른손의 박절 단위와 다이

내믹 표현을 위주로 진행하고 왼손은 배경으로 연주하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을 파악하여 연주해야한다.

제13곡 ‘악마의 계단(L’Escalier du diable)’은 8분음표가 2와 3의

단위로 비대칭적인 박동을 갖고, 감8도, 감5도와 같은 불협음정과, 감7화

음과 같은 불협화음이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상행하며 진행된다. 이 곡

에서 역시 마디선은 박절 단위를 표현하기 보다는 기보와 연주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었는데, 12/8박자로 기본 박동인 8분음표가 12개씩 점선으로

표시된 마디선으로 묶여있으며, 점선으로 표시된 세 마디가 묶여서 한

마디를 이룬다. 리듬 패턴은 2+2+3, 2+2+2+3, 2+2+2+2+3로 불규칙적으로

진행되는데, 2와 3의 단위가 조합되어 확장된 형태의 악삭 리듬으로 나

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왼손에 나타나는 각 리듬 단위의 첫 음에는 테

누토 또는 악센트가 붙으며, 이들은 반음계로 상행하는 형태를 이룬

다.132)

132) 무한음계에 대한 설명은 III장의 3.2.3.을 참고하시오. 스타이니츠는 리게티
의 에튀드 제9곡 ‘현기증’, 제13곡 ‘악마의 계단’, 제14곡 ‘무한한 원주’는 무한
음계의 음향을 탐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그 중 제13곡에서
는 상행하는 반음계의 음형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점에서 무한음계의 영향이
나타난다. R. Steinitz, 앞의 책,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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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16> 리게티, 에튀드 제13곡 마디 1-3

ⓒ2020 SCHOTT MUSIC, Mainz

이러한 왼손의 테누토 아티큘레이션은 2와 3의 비대칭적인 리듬과 반음

계의 진행을 더욱 강조한다.

비대칭적인 리듬을 강조하는 방식은 음정이나 성부가 추가되거

나 다양한 아티큘레이션이 사용되며 곡이 진행될수록 변화한다. 예를 들

어 마디 6의 sub. p 부터는 박절 단위 마다 테누토가 아닌 악센트가 붙

는다.

<악보 III-17> 리게티 에튀드 제13곡 마디 6-7의 악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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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디 8까지의 리듬적 비대칭성은 2개와 3개의 8분음표 단

위로 수평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에서 이루어졌다면, 마디 8의 f sempre부

터는 오른손에 테누토가 붙은 4분음표의 음정이 추가되며 양손의 강세가

엇갈리는 비대칭이 시작된다.

<악보 III-18> 리게티, 에튀드 제13곡 마디 8

이때 마디 8의 오른손 다이내믹은 f 에서 시작하고 crescendo를

통해 마디 10의 ffff 에 도달하는데, 이러한 다이내믹은 실제 연주로 구현

하기는 어렵지만 끊임없이 상승하며 전개되는 이 곡의 매우 극단적인 성

격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33) 이때 추가된 오른손 음

133) 이 곡의 극단적인 다이내믹은 비대칭적인 박절이 만들어내는 불안정한 성
격을 더욱 강조하는 장치로 역할을 한다. 마디 43과 49에는 여덟 개의 포르
테(ffffffff )까지 사용되었다. 더불어 리게티가 ‘악마의 계단’의 제목을 갖는 이
곡을 12번으로 구상하여 작곡했다가 13번으로 바꾸었다는 점, 그리고 네 개
의 피아노(pppp )부터 여덟 개의 포르테(ffffffff )까지 극단적인 셈여림을 사용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일곱 개의 포르테(행운을 의미하는 7이라는 숫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한편 이와 유사하게 극단적인 crescendo
를 통해 여덟 개의 포르테에 도달하는 제14곡 ‘무한한 원주’에는 crescendo의
과정에서 일곱 개의 포르테가 사용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제13곡에서 7이라는
숫자를 피한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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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반음씩 상승할수록 화음의 불협화와 긴장도 또한 점차 가중되기 때

문에 오른손의 음정을 중심으로 crescendo를 하면 이러한 극단적인 다이

내믹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왼손 또한 2+2+3,

2+2+2+3, 2+2+2+2+3의 비대칭적인 박절 단위의 패턴으로 음고를 높이며

전개되는데, 마디 8에서 f 에서 시작하여 마디 10의 fff 에 도달한다. 이때

왼손은 ff 가 등장하는 마디 9까지는 음량을 키우지 않다가, 마디 9의 ④

번 패턴부터 점차 crescendo를 하면 단계적인 다이내믹의 성장을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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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19> 리게티, 에튀드 제13곡 마디 8-10의 crescendo

ⓒ2020 SCHOTT MUSIC, Mai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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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곡 ‘이리나를 위하여(Pour Irina)’는 마디선 없이 A-D의 네

부분에 걸쳐서 Andante, Allegro, Allegro vivace, Molto vivace로 템포

가 점차 빨라지고, 리듬 또한 4분음표 단위에서 16분음표 단위로 점차

분할되며 전개된다. 네 부분 중 특히 C와 D 부분에는 비대칭적인 리듬

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이 곡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A B C D

조표
D♭?

(A가 제외된)
D♭ 없음 없음

음소재
D♭, E♭, F,

G♭, B♭, C
D♭ - C

기본박동 4분음표 8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템포 지시어

Andante con

espressione,

rubato, molto

legato,

♩=72

Allegro con

moto, sempre

legato,

♩=152

Allegro

vivace,

*의 길이는
B 부분의

♫와 같다.

Molto

vivace,

*♬♬의길이는

C 부분의

와같다.
시작 부분의 

다이내믹
p p pp ppp

<표 III-21> 리게티, 에튀드 제16곡의 구조

A, B 부분과 대조적으로, C 와 D 부분은 조표 없이 비대칭적인

리듬이 사용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먼저 C 부분은 subito pp 로, 악센트

와 함께 3+3+2를 기본으로 하는 짧고 단순한 악삭 리듬의 구조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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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악보 III-20> 리게티, 에튀드 제16곡 C 부분의 비대칭적인 리듬

ⓒ2020 SCHOTT MUSIC, Mainz

이때 C 부분의 8분음표 세 개는 B 부분의 8분음표 두 개와 같

다. 즉 C 부분의 템포는 Allegro vivace로 지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템

포 변동 없이 8분음표가 셋잇단음표가 된 것으로 연주하는 것이다. 이러

한 리듬, 즉 템포의 변화는 C 부분에서 가벼운 성격의 표현을 돕는다.

또한 앞서 B 부분은 p 로 시작하여 fff 까지 crescendo가 지시되

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C 부분은 pp 로 시작하여 crescendo를 거쳐

quasi f 에 도달한다. B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리게티가 대부분의 에튀드

에서 crescendo를 통해 매우 극단적인 다이내믹을 자주 사용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quasi f 는 비교적 작은 소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C 부분

의 crescendo는 과하지 않게 표현하여 가벼운 리듬적 캐릭터를 유지하도

록 한다.

위와 같이 C 부분에서는 3과 2의 조합으로 짧고 단순한 리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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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사용된 것에 비해서, D 부분은 3, 5, 7(4+3), 9 등의 홀수 단위로

16분음표를 기본 박동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확장된 리듬 단위는 지속적

으로 길이 변화를 가지며 더욱 심화된다. 한편 D 부분에서 단위가 확장

되는 이러한 과정은 다른 곡들과 같이 점차 심화되어 클라이맥스를 향하

는 것이 아니라, diminuendo의 지속을 통해서 피아노의 최고음역(B5, E6,

G♯6, B6)에서 ppp 의 다이내믹으로 사라지듯 끝맺는 마무리의 과정을

보여준다. 즉 A, B 부분은 선율적인 성격으로, C 와 D 부분은 비대칭적

인 리듬으로 인한 역동적인 성격으로 대비를 이루며, 마지막 D 부분은

사라지듯이 끝맺음으로서 곡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D 부분의 연주에 있어서 악센트는 비대칭적인 박절을 표현

하기 위한 장치로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마무리의 과정을 보여주는 수단

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 D 부분은 이미 ppp 로 시작하여 지속되지만 리

게티는 이러한 다이내믹으로부터 diminuendo를 지시하였다. 이때 ppp

에서 더욱 작아지는 것은 연주로 구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mf

로 지시된 악센트가 붙은 음들의 다이내믹을 점차 줄이는 방법으로 디미

누엔도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악센트가 붙은 음에는 음이 추가되어 음

정으로 연주되는데, 이러한 경우 연주자가 악센트를 의도하지 않아도 동

시에 소리 나는 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음량적으로 자연스럽게 강세가

붙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디미누엔도가 시작된 이후의 악센트는 강조하

지 않고 연주하여도 더욱 작아지는 효과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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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패턴의 전개방식

리게티의 《피아노 에튀드》에서 나타나는 작품의 전개 방식은

동기와 주제의 제시와 대비로 형식을 형성하는 서양음악의 전통적인 방

식을 따르기 보다는 단순한 리듬이나 선율 패턴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서

곡 전체를 구성해가는 경우가 많다. 즉 패턴은 리게티 작품의 구조를 만

들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주에 앞서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곡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연주 기술적인

측면에도 도움이 된다.

먼저 제1곡 ‘무질서(Désordre)’와 제8곡 ‘금속(Fém)’의 에튀드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패턴의 형태와 전개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2.1. 무질서로 향하는 방향성: 제1곡

제1곡 ‘무질서(Désordre)’는 리듬 패턴의 전개가 특징적이다. 이

곡에서 리듬 패턴은 8분음표를 기본 박동으로 네 마디 단위로 반복되는

데, 왼손은 3+5, 3+5, 5+3, 8로 악센트가 붙은 패턴을 유지하는 동안 오

른손은 3+5, 3+5, 5+3, 7로 네 번째 마디에서 8분음표의 개수가 일곱 개

로 줄어들고, 이로 인해 양손의 박절 단위가 엇갈리기 시작한다. 즉 양손

의 패턴은 서로 다른 시작점을 가지게 되며 마디선이 어긋나는 균열이

시작되고, 이로써 양손의 악센트가 엇갈리며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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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21> 리게티, 에튀드 제1곡 마디 1-4 패턴 균열의 시작

ⓒ2020 SCHOTT MUSIC, Mainz

이후 이러한 패턴 단위의 엇갈림은 계속적인 균열을 형성하며 점차 무질

서하게 전개되고, 이로 인해 클라이맥스인 마디 91-98에서는 일곱 개의

8분음표 단위로 반복되는 패턴은 남아있지만, 연속적인 악센트로 인해서

패턴의 시작을 인지하기 어려운 카오스의 상태에 도달한다.

<악보 III-22> 리게티, 에튀드 제1곡 마디 92-98

ⓒ2020 SCHOTT MUSIC, Mainz



- 105 -

리듬 패턴의 전개방식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곡의 전체 구

조는 리듬 패턴의 변화에 따라 구분하여 오른손을 기준으로는 A(마디

1-56), B(마디 57-97), A’(마디 97-151), 왼손을 기준으로는 A(마디

1-54), B(마디 55-97), A’(마디 97-145)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134)

먼저 A 부분의 리듬 패턴을 살펴보면, 왼손은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하는 동안 오른손은 패턴이 반복될수록 균열을 만들며 전개된다. 마

디 1-18까지의 왼손은 네 마디 단위의 패턴 AL(3+5, 3+5, 5+3, 8)이 두

번 제시되고, 기존 패턴에 (5+3, 3+5)가 첨가되어 여섯 마디로 확장된 형

태인 AL+(3+5, 3+5, 5+3, 3+5(8), 5+3, 3+5), 그리고 다시 AL이 제시되어

아래 <악보 III-23>과 같이 AL + AL + AL+ + AL의 구조를 갖는다.

134) 마디를 구성하는 박절 단위가 엇갈린 상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양손의 마
디선이 불일치한 상태로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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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23> 리게티, 에튀드 제1곡 마디 1-18의 왼손 리듬 패턴

이에 비해 균열을 만드는 오른손의 패턴 진행은 네 마디 단위의

AR(3+5, 3+5, 5+3, 7)이 두 번 제시되고, 기존 패턴에 (5+3, 3+5)가 첨가

되서 확장된 AR+(3+5, 3+5, 5+3, 3+4(7), 5+3, 3+5)가 더해져서 AR +

AR + AR+의 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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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24> 리게티, 에튀드 제1곡 마디 1-14의 오른손 리듬 패턴

양손이 동시에 시작되지만 18마디의 주기를 갖는 왼손은 마디

19, 37에서 새로 시작하고, 14마디의 주기를 갖는 오른손은 마디 15, 29,

43에서 새로 시작한다. 왼손의 첫 패턴 AL은 (3+5, 3+5, 5+3, 8)인데, 오

른손의 패턴 AR은 (3+5, 3+5, 5+3, 7)로 네 번째 마디에서 8분음표 개수

가 하나 줄어들고, 양손의 박절 단위가 엇갈린 상태로 진행된다. 이때 양

손 패턴의 길이(주기)와 반복되는 횟수 또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개될

수록 균열이 가중된다. 또한 마디 15 이후의 오른손 패턴은 앞서 제시된

AR(3+5, 3+5, 5+3, 7)과 다르게 (3+5, 3+4, 5+3, 8)로 바뀌어서 패턴의 총

길이는 같지만 내부 단위가 미세하게 바뀌어 균열이 더해진다.

한편 A 부분의 8분음표로 움직이는 양손의 내성은 악센트가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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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리듬 패턴의 박절 단위와 일치하는 3개와 5개, 7개, 또는 8개의 단위

로 묶여서 이음줄로 표기되어 있다.

<악보 III-25> 리게티, 에튀드 제1곡 마디 1-4의 내성부 박절 단위

ⓒ2020 SCHOTT MUSIC, Mainz

그러나 이러한 내성의 묶인 단위는 B 부분을 향하여 갈수록 오른손의

내성부 움직임이 리듬 패턴의 박절 단위와 불일치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성의 변화 또한 균열의 과정을 보여주며 곡의 제목인 ‘무질서’를 향하

는데 있어 역할을 맡고 있다.



- 109 -

<악보 III-26> 리게티, 에튀드 제1곡 마디 47-49의 오른손 내성부와

리듬 패턴의 박절

ⓒ2020 SCHOTT MUSIC, Mainz

이러한 내성부와 박절 단위의 균열은 점차 심화되어 패턴 단위가 짧아지

는 B 부분에 도달해서도 지속된다는 점에서 카오스로 향하는 과정에서

내성의 단위 또한 무질서한 방향성을 형성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B 부분은 오른손을 기준으로 마디 57-, 왼손을 기준으로 마디

55-에서 시작한다. 이 부분의 오른손 리듬 패턴은 박절 단위가 짧아진

형태로 (1+2+1+2, 2+1+3)으로 이루어지고, 왼손의 패턴 또한 오른손과

동일하지만 첫 패턴의 두 번째 박절이 8분음표 하나가 추가된 형태인

(1+3+1+2, 2+1+3)이고, 이로 인해 8분음표 하나 만큼 균열된 상태로 진

행된다. 또한 A와 비교하여 짧아진 박절 단위로 인해서 악센트의 빈도

가 잦아짐으로 인해 긴장도가 더욱 심화되며 전개되는데, 이 과정에서

양손의 음역이 점차 확장되며 crescendo가 더해지고, 패턴의 균열과 수

축이 계속된다. B 부분 양손의 마지막 패턴은 오른손 기준 마디 92, 왼

손 기준 마디 91에 제시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8분음표 하나 단위로

(1+1+1+1+1+1+2)와 같이 기존의 리듬 패턴이 완전히 해체된 형태로 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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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이내믹에 8분음표마다 연속적인 악센트가 붙어 클라이맥스에 도달

한다.

한편 마디 91에서 시작하는 왼손의 마지막 패턴은 끝나지 못한

상태로 다음 섹션인 A’ 마디 97로 넘어가면서 갑작스럽게 중단되는데,

이때 남아있는 리듬 패턴이 기본 형태인 AL로 돌아가서 마디 102까지

이어진다. 즉 마디 97-102의 패턴 (3, 3+5, 3+5, 5+3, 5+3, 8)은 기존 패

턴인 AL + AL + AL+ + AL의 뒷부분인 AL+ (3+5, 3+5, 5+3, 3+5, 5+3,

3+5) AL(3+5, 3+5, 5+3, 8)이 결합된 형태에 해당한다.

A’ 부분은 마디 97에서 시작하지만, 오른손의 리듬 패턴은 마디

97에서 시작하는 반면에, 왼손에는 (3, 3+5, 3+5, 5+3, 8)의 패턴이 먼저

등장한 이후, 본격적인 리듬 패턴은 마디 103에서 시작된다.135) 이 부분

은 왼손이 꾸준한 패턴을 유지하고 오른손은 균열을 만들었던 A 부분과

양손의 역할이 교차되어 왼손의 박절 단위가 변화하며 균열을 만들고 오

른손은 일정하게 반복된다. 즉 오른손은 A’R(3+5, 3+5, 5+3, 8) +

A’R(3+5, 3+5, 5+3, 8) + A’R+(3+5, 3+5, 5+3, 3+5, 5+3, 3+5)의 패턴이

유지되는 동안 왼손에는 5의 박절 단위 대신 간헐적으로 6이 등장하여

3+6의 단위가 만들어지고, 8의 박절 단위 도한 9로 확장된다.

135) 이 곡은 고정된 리듬 패턴과 선율 패턴이 결합된 형태로 순환하며 전개된
다는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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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27> 리게티, 에튀드 제1곡 마디 121-124의 확장된 왼손 박

절 단위

ⓒ2020 SCHOTT MUSIC, Mainz

이러한 단위의 확장은 10, 11, 12, 13, 14개까지 이어지며, 곡의

최종 지점에서는 21의 박절 단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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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28> 리게티, 에튀드 제1곡 마디 141-145의 확장된 왼손

박절 단위

ⓒ2020 SCHOTT MUSIC, Mainz

리게티는 이 곡의 연주 시에 패턴이 더욱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악보 상에 구체적인 다이내믹과 이음줄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따라서 악센트와 fp 가 붙은 음들을 더욱 또렷하게 연주하고, 동시에 이

음줄의 프레이징을 통해서 박절 단위를 끊어서 연주함으로써 더욱 강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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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29> 리게티, 에튀드 제1곡 마디 1-4 패턴의 다이내믹과

이음줄

ⓒ2020 SCHOTT MUSIC, Mainz

또한 이 곡의 연주에서는 악보 상에 제시된 아티큘레이션과 프

레이징뿐만 아니라 패턴의 균열과 어긋남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양

손의 패턴이 엇갈려서 등장하는 것이 명확히 인지될 때에 균열의 상태가

더욱 강조될 수 있다. 따라서 패턴의 시작음을 더욱 강조하여 표현함으

로써 패턴의 인지를 도울 수 있고, 점차 복잡해지는 균열의 정도를 표현

할 수 있다. 양손의 악센트의 균열은 마디 4에서는 8분음표 하나, 마디

15에서는 8분음표 3개로 시간적 간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간

격을 이해하고 연주하는 것은 균열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중요하다.

패턴의 시작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패턴의 첫 음 이전에

연주되는 내성에 decrescendo를 만들어서 첫 음의 강세를 더욱 부각시키

는 방식이 있다. 내성은 리게티의 지시에 의하면 이미 p 의 다이내믹으

로 여리게 연주되지만, 음량을 최대한 줄인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패턴의

등장을 강조할 수 있다. 이러한 다이내믹은 패턴 시작 지점의 엇갈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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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복잡해져가는 방향성의

표현에도 도움을 준다.

<악보 III-30> 리게티, 에튀드 제1곡 마디 1-8의 패턴 표현

ⓒ2020 SCHOTT MUSIC, Mainz

또한 리게티는 “Play the melody legato in both hands.”의 지시

어를 통해 패턴의 선율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때 리게티의 지시는

연주 시에 악센트가 붙은 음들이 형성하는 양손의 선율 형태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른손 마디 1-4의 첫 패턴을 살펴보면 B4-B4-C5-B4-D5-C5-A4

인데, 여기서 D5음은 단순히 음고가 가장 높은 음일뿐만 아니라 이 음을

기점으로 선율의 구조가 변화한다. 즉 B4-B4-C5-B4를 선율의 제시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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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때, 도약을 통해 도달하는 마디 3의 D5는 선율 구조 내에서 긴장의

정점을 이루고, 이후 D5-C5-A4로 하행하며 이완을 이룬다.136) 왼손의 선

율 패턴 또한 D4-D4-F4-D4-G4-G4-D4로, 역시 도약을 통해 G4에 도달하

며 이는 선율 구조 내에서 정점을 이룬다.

이러한 선율 형태를 더욱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악센트가

붙은 음들에 상대적인 강도의 차이를 둘 수 있는데, 오른손의 마디 1-4

에 제시되는 첫 패턴 내에서 마디 3의 D5를 상대적으로 더욱 강조하여

표현하면 패턴의 선율 형태가 부각되고 패턴이 더욱 또렷하게 인지되도

록 할 수 있다.(악보 III-30 참조)

또한 A 부분에서는 규칙적인 박절 단위로 유지되는 왼손을 기준

으로 삼고, 오른손보다 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연주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균열된 상태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리게티가 A’ 부분이 시작

되는 마디 98에서 “the right hand always being more prominent”라고

설명하며 오른손을 기준으로 삼아 더욱 두드러지게 연주하라고 지시한

것에서 근거한 것인데, A’ 부분은 A 부분과 대조적으로 오른손의 패턴

이 규칙적으로 유지되고 왼손이 균열을 가지며 전개되는 특징을 갖기 때

문이다. 따라서 A’에서 규칙적인 진행으로 기준이 되는 오른손을 더욱

강조하고자 한 리게티의 의도를 더욱 표현하기 위해서는, A 부분에서는

그의 언급은 없지만 규칙적인 왼손의 패턴을 기준으로 삼고 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연주함으로써 오른손과의 균열을 표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패턴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 손과, 균열을 만들어가는 다른 손의 극명한

136) 마디 3의 D5은 선율 구조 내에서의 음고가 높을 뿐만 아니라 패턴의 리듬
구조인 (3+5, 3+5, 5+3, 7)에서도 3(Short)+5(Long)의 패턴이 5(L)+3(S)으로
전환을 가지며 강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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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2.2.2. 반복과 변화를 통한 구조: 제8곡

제1곡의 패턴이 균열을 통해 무질서로 향하는 방식으로 전개된

반면, 제8곡 ‘금속(Fém)’의 패턴은 어긋나는 반복을 통해 처음으로 돌아

가는 하나의 섹션을 이루게 되고,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제1

곡의 양손 리듬 패턴은 서로 동일하지만 네 번째 마디에서 8분음표 하나

의 차이로 점차적인 균열을 만들어 갔다면, 제8곡의 패턴은 오른손과 왼

손에 서로 다른 구조를 갖는 패턴이 중첩된 상태로 반복되며 전개된다.

아래 <악보 III-31>은 제8곡의 자필 악보인데, 리게티는 마디선

과 관계없이 패턴을 구분하여 표시하였고, 따라서 패턴의 형태와 반복된

구조를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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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31> 리게티, 에튀드 제8곡의 자필 악보

이 곡의 패턴은 8분음표를 기본 박동으로 오른손은 18개, 왼손은

16개의 8분음표의 길이로 반복되면서 진행된다. 이때 반복되는 리듬 구

조와 함께 선율 또한 반복되는데, 이러한 점은 중세 아이소리듬 모테트

에서 사용된 탈레아(Talea)와 콜로르(Color)를 연상시킨다. 즉 오른손은

18개의 8분음표, 왼손은 16개의 8분음표의 패턴으로 동시에 시작하지만

오른손의 패턴이 채 끝나기 전에 왼손의 다음 패턴이 시작되는 방식으로

중첩되며 전개된다. 그러나 오른손의 패턴이 여덟 번 반복되고 왼손의

패턴이 아홉 번 반복된 이후에는 다시 양손의 시작지점이 같아지면서 마

치 처음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준다. 따라서 패턴 단위가 반복적으로 사

용되며 변화하는 명료한 구조적 질서를 갖는 동시에, 양손의 패턴이

18:16으로 어긋나고 변화하며 복잡하고 불규칙한 무질서를 형성하는 것

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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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32> 리게티, 에튀드 제8곡 마디 1-2의 기본 패턴

ⓒ2020 SCHOTT MUSIC, Mainz

또한 이 곡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섹션이 구분되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한다. 이렇게 반복되는 동안 패턴의 음역과 다

이내믹, 음고의 방향과 리듬 구조가 변화하고, 패턴을 이루는 화음과 음

계의 성질이 변화하며 다양한 색채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곡의 연주에

서는 제1곡 ‘무질서’와 다르게 패턴이 인지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음

역, 다이내믹, 음고의 방향, 화음, 리듬 구조 등 어떠한 음악적 요소가 변

화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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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33> 리게티, 에튀드 제8곡 마디 1-2, 13-14, 25-26, 34-35의

패턴과 변화

ⓒ2020 SCHOTT MUSIC, Mai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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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게티는 이 곡의 연주 해설에서 다양한 변화 요소 중 특히 아

티큘레이션의 변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always

play “legato leggiero” with a variety of accentuations ad lib.”의 지시

어를 통해서 연주자의 임의로 원하는 위치에 악센트를 붙여서 연주하라

고 설명하였고, 리드미컬하고 생기 있는 성격(“play very rhythmically

and springy”)으로 페달을 절제해서 사용하며, 금속처럼 단단한 음색으

로 연주할 것을 요구하였다.137) 따라서 아래 <악보 III-34>에 표시된 것

와 같이 악센트를 주게 되면 패턴 내에서 양손에 엇갈리는 비대칭적인

리듬 구조가 강조되어 생동감을 더할 수 있다. 즉 마디 1-2에서 나타나

는 기본 패턴은 두 개와 세 개의 8분음표 단위로 진행하는 비대칭적인

리듬 구조를 형성하는데, 다음과 같이 악센트를 붙여서 이러한 리듬을

강조하여 표현할 수 있다.

<악보 III-34> 리게티, 에튀드 제8곡 마디 1-2 기본 패턴의 박절 구조

를 표현하는 악센트의 예

137) G. Ligeti, Études pour P iano, Deuxième livr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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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적인 리듬 구조를 강조한 위의 악센트를 바탕으로 마디 1-4에 붙

인 악센트의 예는 다음과 같다.

<악보 III-35> 리게티, 에튀드 제8곡 마디 1-4의 악센트

ⓒ2020 SCHOTT MUSIC, Mainz

위와 같이 연주자의 재량으로 인해서 설정한 악센트는 양손의

패턴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반복이 될 때마다 시작 지점이 엇갈리며

전개된다. 이로 인해 곡이 진행될수록 다양한 위치에서 양손의 악센트가

교차하거나, 또는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패턴이 가진 이러한 리

듬 구조의 특징은 연주자로 하여금 다양한 표현의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연주자의 임의로 악센트를 붙이라는 리게티의 지시는 그가 이 곡에서 의

도한 리드미컬하고 생동감 있는 성격의 표현을 돕는다.

이처럼 이 곡에서는 음색, 다이내믹, 아티큘레이션, 화음 등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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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의 변화를 통해서 패턴의 다양성을 준 것뿐만 아니라, 패턴 자체

의 변형을 통해서도 변화를 부여한다. 마디 1-33까지 오른손은 18개, 왼

손은 16개의 8분음표로 꾸준히 지속되던 리듬 패턴은 오른손이 8번, 왼

손이 9번 반복될 때 마다 하나의 섹션을 이루는 주기를 형성한다. 그러

나 마디 34에서는 패턴을 이루는 리듬의 변형을 가지기 시작하고, 마디

34-42에서는 다음과 같이 패턴을 이루는 음의 개수에 변화를 가지며 전

개된다.

RH 18개 18 18 18 18 18 18 18

LH 16개 16 16 16 16 16 16 16 16

<표 III-22> 리게티, 에튀드 제8곡 마디 1-12 리듬 패턴의 주기

RH 18개 17 18 17 14 17

LH *4 16개 16 16 16 16 17

<표 III-23> 리게티, 에튀드 제8곡 마디 34-42의 변형된 리듬 패턴

위와 같이 변형된 패턴은 마디 57까지 점차 불규칙한 진행으로 계속되다

가 갑작스럽게 중단된다. 이후 마디 58에서 시작하는 부분은 8분음표로

진행되던 기본 음가 단위가 점4분음표로 바뀌며 조용하게 연주되어 앞부

분과 서로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다.(악보 III-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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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36> 리게티, 에튀드 제8곡 마디 1과 58의 대비

ⓒ2020 SCHOTT MUSIC, Mainz

한편, 마디 71-76에는 마디 1-2의 패턴이 느리고 조용하게 다시

나타나는데, 오른손은 점4분음표 21개, 왼손은 점4분음표 19개로 마디

1-2 패턴(오른손 18, 왼손 16)과는 길이와 선율의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또한 왼손의 패턴은 오른손보다 두 개의 점4분음표 만큼 늦게 시

작하며 양손이 동시에 곡을 마친다.

이때 패턴의 길이와 선율에는 변화가 있지만, 리듬 구조는 기본

패턴에 마디 73, 74, 75의 양손에 점4분쉼표가 하나씩 추가된 형태이다.

이와 같은 쉼표의 추가로 인해서 양손이 동시에 쉬며 멀어지는 음향의

표현을 돕고, 특히 마디 74와 75의 쉼표는 마디 74부터 시작되는

rallentando를 더욱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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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37> 리게티, 에튀드 제8곡 마디 71-76과 1-2의 패턴

ⓒ2020 SCHOTT MUSIC, Mai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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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향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연주법

리게티의 다양한 음악적 요소에 대한 관심과 실험 중에서도 음

색에 대한 아이디어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

반부터 작곡된 리게티의 《피아노 에튀드》에는 그가 접해온 다양한 음

향과 음색에 대한 아이디어가 피아노라는 악기를 통해 표현되었으며, 이

러한 아이디어는 작품 곳곳에 드러난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리게티가 지

시어로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지만, 연주자가 임의로 묘사해야하는 방식

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연주법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이러한 리게티의

표현 방식을 통해서 그의 음향에 대한 관심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이 작품 전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리게티가 의도한 음향을 구현하기 위한 연주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3.1. 음향의 소재

본 항에서는 먼저 리게티의 《피아노 에튀드》에 나타나는 음향

적 소재를 클러스터, 5도, 3화음, 7화음, 온음음계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

다. 먼저 에튀드에서 건반을 빠르고 연속적으로 타건함으로써 마치 클러

스터를 연상시키는 음향연속체를 형성하는 특징과, 화음을 이루는 성부

들이 시간차를 두고 반음씩 미세하게 움직이며 음색을 천천히 변화시키

는 특징은 클러스터의 음향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피아노라는

악기에서 리게티의 관현악 작품의 미크로폴리포니 기법을 연상시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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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리게티가 에튀드 작품들에서 이

러한 클러스터의 음향을 구현하고자 어떤 시도를 하였는지, 그리고 연주

자가 이러한 음향적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연주법적 시도를 할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리게티는 《피아노 에튀드》에서 5도, 3화음, 7화음, 온음음

계와 같은 단순한 소재에서 출발하여 음향적 복잡성을 이끌어낸다. 리게

티는 1960년대 그의 작품에서 선율, 화음, 리듬이 모두 배제된 미크로폴

리포니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이전의 전통적인 음악적 어법에서 벗어나고

자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그의 음악에는 화음, 음계와 같은 이전

음악의 보편적인 소재가 사용되었으며, 시어비를 비롯한 학자들은 리게

티가 이들을 새롭고 고유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재발견했다고 설명한

다.138) 따라서 에튀드의 각 곡에서 사용된 5도, 3화음, 7화음, 온음음계를

중심으로 리게티의 고유한 음향과 이와 같은 음향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

를 알아보고, 나아가 각 곡의 연주에 있어서 이러한 음향을 어떻게 효과

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1.1. 클러스터(Cluster): 제10곡, 제13곡, 제14곡

제10곡 ‘마법사의 제자(Der Zauberlehrling)’는 작은 단위의 패턴

을 빠르게 반복하는 방식으로 클러스터와 같은 연속적인 음향 덩어리를

형성하며 전개된다. 패턴을 반복하는 동안 성부의 음고가 미세하게 변화

하는데, 내부에서는 성부의 분리, 중첩, 박절 단위의 길이 변화 등의 움

138) M. Searby, “Ligeti the Postmodernist?,”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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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을 통해서 음향을 형성하고, 이러한 과정은 성부들이 미세한 음고

변화를 통해 음색을 변화시키며 전개되는 미크로폴리포니 기법139)의 음

향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리게티는 이 곡의 템포를 매우 빠르게(Prestissimo) 연주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메트로놈 템포 표기는 생략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계량화

된 템포를 정하기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연주하라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

로 보인다.140) 또한 그는 이 곡의 템포에 대한 설명에서 《콘티눔》

(Continuum)의 템포에 가까워야 한다고 하였다141). 하프시코드를 위한

《콘티눔》은 빠른 음들로 인해 독립된 음들의 반복이 들리지 않고 하나

의 음향연속체로 들리게 되는 효과를 의도한 작품으로, 리게티가 전자음

악에서 얻은 마디 구분 없이 진행되는 ‘연속적인 종류의 음악

(Continuous kind of music)’에 대한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악기의 특성상 음의 연결이 불가능한 하프시코드로 ‘연속적인

음악’을 작곡하는 것에 대하여 매력을 느꼈다고 언급한 바 있다.142)

이 곡은 마디 1부터 35까지 세 개의 8분음표로 이루어진 작은

패턴이 반복되며 진행되는데, 미세한 음고의 움직임이 매우 빠른 템포와

만나서 음들이 구분되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음색의 변화만이 인지된다.

즉 박절이 느껴지는 빠른 패턴의 반복이 아니라, 시간 개념에서 벗어난

139)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II장 2.2.1.을 참고하시오.
140) 메트로놈 표시가 생략 된 곡들은 제10곡 외에도 제3곡 ‘막힌 건반’, 제17곡
‘숨차게’, 제18곡 ‘캐논’이 있다. 박절 단위가 아닌 음형단위의 길이에 따라 마
디가 불규칙하게 표기되어 메트로놈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한 제3곡을 제외하
고는, 제10, 17, 18곡은 자동피아노 음악의 영향으로 극단적으로 빠른 템포를
추구한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141) G. Ligeti, Études pour P iano, Deuxième livre, 30.
142) R. Toop, 앞의 책,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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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인 ‘음향덩어리’가 음색의 변화를 갖으며 전개되는 것으로 인식되

는 것이다.

아래 <악보 III-38>에서 마디 1에서 8의 중간까지 표시된 붉은

선은 (G4, A4, G4)와 (A4, A4, G4)의 패턴이 반복되며 형성하는 하나의 음

색을 의미한다. 마디 8에서 B음이 등장하며 반복되는 패턴에 미세한 음

고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연속적인 음향의 음색이 변화하

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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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38> 리게티, 에튀드 제10곡 마디 1-21의 패턴 변화에 따른

음색의 변화

ⓒ2020 SCHOTT MUSIC, Mai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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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곡은 유기체와 같이 성장하고 줄어드는 성부의 개수, 박

절 단위(길이), 다이내믹, 음역, 템포의 변화를 통해 전체를 구성해간

다.143) 예를 들어, 성부의 개수가 늘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마디 1에서는 두 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성부로 시작하고, 곡이

진행됨에 따라 마디 13에서 분리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며, 마디 38의

저음역에서 성부의 분리가 시작되고, 마디 41에서는 저음역의 성부가 명

확하게 분리된다. 또한 마디 45-53에는 긴 음가의 선율을 연주하는 성부

가 더해지며 성부의 개수가 늘어난다.

<악보 III-39> 리게티, 에튀드 제10곡 성부의 분리

마디 1-2와 13-14, 음고의 변화로 인한 성부 분리의 조짐

143) 필자는 이 곡의 분석에서 ‘성장’, ‘수축’, ‘찢어짐’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리게티가 베베른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이희경은 이러
한 용어가 작품의 유기적인 진행을 거미줄의 그물망이 변화하는 과정에 비유
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리게티 작품의 구성방식을 형상화 하는 데에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희경, 앞의 책,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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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38- 성부 분리의 시작

마디 41- 명확한 성부의 분리

마디 45- 새로운 성부의 추가

ⓒ2020 SCHOTT MUSIC, Mainz

이후에는 동시에 여러 겹의 성부를 중첩시키는 방식으로 성장하

기도 한다. 특히 마디 95에서는 <악보 III-40>과 같이 동시에 최대 다섯

개의 성부가 중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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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40> 리게티, 에튀드 제10곡 마디 94-95

ⓒ2020 SCHOTT MUSIC, Mainz

위의 악보에서 볼 수 있듯이 성부가 중첩되며 음향 덩어리를 형

성하는 동안 악센트를 통해 구분되는 박절 단위가 점차 짧아지고, 동시

에 crescendo가 사용되어 음악적 긴장을 높이며 전개된다. 이때 최고음

과 최저음은 고정되어있는데, 내부의 수많은 성부들이 끊임없이 움직이

며 음향 덩어리로 전개되는 미크로폴리포니 기법을 연상시킨다.

또한 악센트가 붙은 박절 단위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속도에

대한 성장과 수축의 효과를 갖는다. 예를 들어, 마디 79-89를 살펴보면

8분음표로 음가가 유지된 상태에서 악센트가 붙는 박절 단위가 3에서 8

까지 성장했다가, 다시 2로 수축한다. 즉 음가는 유지되지만, 악센트가

붙는 시간적 밀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험되는 빠르기에 차이가 생기

는 효과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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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41> 리게티, 에튀드 제10곡 마디 79-89

ⓒ2020 SCHOTT MUSIC, Mai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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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게티는 이 곡에서 “sempre senza ped.”의 지시로 페달을 사용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가 이 곡에서 하프시코드를 위한 《콘티

눔》의 템포로 연주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페달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지시 또한 하프시코드의 현을 뜯어서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인해 울리지 않는 음들이 모여서 연속적인 음향을 만들어내는

특징을 피아노에서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의도에 따라 곡 전반에 걸쳐 페달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작은 단위의 패턴이 반복되고 성부가 중첩되며 성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음향 덩어리의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페달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디 94-96에서는 성부가 중첩되는

방식을 통해 포르테 네 개(ffff )의 두꺼운 음향덩어리로 성장한다. 이렇게

최대 다섯 성부의 중첩이 만들어내는 울림은 페달의 사용을 통하여 더욱

강조할 수 있다.

또한 마디 97은 갑작스러운 음향적 수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두꺼운 성부층이 하나의 성부로 수축하고, allargando로 느려졌던 템포와

음량도 ffff 에서 subito pp 로 극단적으로 대비된다.144) 따라서 성장의 과

정인 마디 94-96에서는 페달을 2분의 1만큼 사용하고, 성부의 수가 줄어

듦과 함께 페달을 점차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음향의 대비를 더욱 효과

144) 이 부분은 앞서 각주 143)에서 언급한 성장-수축-재성장-찢어짐의 구성
방식 중에서 ‘찢어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희경은 리게티의 음악에서
‘찢어짐’은 성부망의 전개가 ‘잘려나간 듯 중단(aufhören wie abgerissen)’되
거나 극단적인 음역의 교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잘려나간
듯 중단’ 또는 ‘갑자기 멈추는 듯이’의 의미를 갖는 지시어 ‘aufhören wie
abgerissen’는 리게티의 작품에 자주 사용되었는데, 이는 《피아노 에튀드》
제6곡 ‘바르샤바의 가을’과 제14곡 ‘무한한 원주’의 끝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
다. 이희경,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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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악보 III-42> 리게티, 에튀드 제10곡 마디 94-96의 페달

ⓒ2020 SCHOTT MUSIC, Mainz

한편 이 곡에서는 staccatissimo, leggierissimo의 지시어가 사용

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콘티눔》에서처럼 빠른 음들

이 모여서 하나의 음향을 형성하며 전개되는 것이 작곡가의 의도라고 보

았을 때, 이 곡에서의 staccatissimo는 개별 음들을 짧게 끊어서 독립적

으로 강조되어 들리도록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음들의 연속을 통

해서 하나의 음향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들릴 수 있도록 연주해야 한

다.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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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디 1-54와 98-109에는 작은 다이내믹으로 같은 건반을

빠르게 연속적으로 타건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연타로 연주할

때에는 빠른 템포로 인해서 건반이 미처 올라오기 전에 다시 누르게 되

면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손가락이 건반을 누른 후에 다시

올라오는 것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건반에 가깝게 닿아있는 상태로, 손

끝의 동작을 최소화하여 작은 소리로 빠르고 연속적인 타건을 할 수 있

다.

앞에서 비대칭적인 리듬구조의 특성으로 설명되었던 제13곡 ‘악

마의 계단(L’Escalier du diable)’에서는 마디 26-43에 해당하는 B 부분

에 긴 음가를 가진 비어있는 클러스터146)의 화음이 등장한다. 이때 클러

스터를 이루는 성부들은 시간차를 두고 천천히 반음씩 상행하며 전개되

는데, 빠르고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진행되는 마디 1-25의 A 부분은 리

듬적으로 박절 단위가 뚜렷하게 느껴지고, 이와 대조적으로 B 부분은 성

부의 느린 움직임이 마치 시간 개념 없이 전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특

징을 갖는다.

B 부분의 음향적 특징을 살펴보면, 마디 26에는 “휴식 없이 계

속하라(continue without caesura)”는 지시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느리게 진행되는 성부들의 움직임은 연속적인 클러스터의 음향을

형성하고, 이는 미크로폴리포니 기법을 연상시킨다. 아래 <악보 III-43>

145) 리게티는 이러한 음향 효과를 기차의 바퀴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빠르기에
도달하면 바퀴는 마치 정지한 듯이 보이고, 심지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다. R. Toop, 앞의 책, 121.

146) 이에 대한 설명은 II장의 각주 55)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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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각 성부의 진행을 살펴보면, 시간차를 두

고 반음씩 느리게 상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III-43> 리게티, 에튀드 제13곡 마디 26-33의 성부 진행

한편 리게티는 이 부분에서 페달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

다. 이것은 피아노라는 악기와 대치되는 미크로폴리포니 기법의 음향 표

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아노는 타건 이후로 음량이 점차 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미세한 음고

변화를 가지며 진행되는 음향적 특징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때

리게티는 댐퍼 페달을 완전히 또는 반만 밟거나, 소스테누토 페달을 사

용하여 음을 지속시키는 등 페달의 사용을 섬세하게 지시하여 의도한 음

향의 표현을 도왔다. 따라서 연주자는 이러한 구체적인 지시를 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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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하는 장소의 음향적 환경에 따라 페달을 최대한 길게 유지해서 사용

하도록 한다.

또한 마디 32의 세 번째 부분147)은 직전까지 ffffff 의 다이내믹으

로 넓은 음역에서 두꺼운 클러스터 음향을 형성하며 전개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sub. ppp 로 갑작스럽게 전환되어 네 개의 성부만으로 진행

된다. 이때 리게티는 “건반을 누른 상태에서 손가락 번호를 바꿔서 매우

연결하여 연주하라(molto legato with change of fingering on the same

key)”148)고 지시했다. 그러나 페달은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음은 연결하지만, 앞부분의 음향과 대조되는 최소한의 울림을 의도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부분에서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 음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건반을 누른 상태에서 손가락을 바꾸는 운지법이 필요한 것이

다. 이에 대한 필자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악보 III-44> 리게티, 에튀드 제13곡 마디 32-33의 운지법 제안

147) 리게티는 이 곡에서 하나의 마디를 점선을 사용한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148) G. Ligeti, Études pour P iano, Deuxième livre,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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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디 32의 세 번째 부분부터 마디 34까지는 ppp 또는

pppp 로 매우 조용하게 연주된다. 이렇게 작은 소리를 냄과 동시에 음을

레가토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건반을 누르는 속도와, 건반에 가해지는 무

게의 컨트롤이 요구된다. 따라서 건반을 누를 때 건반 표면에 닿는 면적

이 좁은 손가락 끝부분이 아닌 면적이 넓은 안쪽 부분을 사용하면 힘을

보다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 또한 건반을 비스듬한 방향으로 누르면

피아노의 해머가 현을 치는 속도를 늦춤으로써 강도를 약하게 조절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법은 소리에서 해머의 어택이 덜 느껴지도록 함으로써

음과 음 사이의 경계를 완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레가토를 도울 수 있다.

제14곡 ‘무한한 원주(„Columna infinitǎ”)’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

음에서 고음으로 음역을 점차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다이내믹

또한 포르테 세 개로 시작하여 계속적인 crescendo를 통해 포르테 여덟

개까지 성장함과 동시에 여섯 개의 성부가 그물처럼 얽힌 상태로 상승을

지속하면서 음향을 만들어낸다.149) 이러한 방식은 로이그-프랑코가 언급

한 망-구조를 연상시킨다.150)

149) 스타이니츠는 리게티가 이 곡에서 무한음계의 음향을 의도했다고 밝혔다.
R. Steinitz, 앞의 책, 302.

150) 망-구조에 대한 설명은 II장의 각주 52)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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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45> 리게티, 에튀드 제14곡 마디 1-2의 망-구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디 1에서는 피아노의 가장 낮은 음역

(C1, D1, G1)에서 시작하여 곡이 전개될수록 지속적으로 상행하고, 마디

43에서 피아노의 가장 높은 음(C7)에 도달한다. 또한 망-구조로 만들어

진 복잡한 성부망이 상행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다이내믹은 그러한 복

잡성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마디 1에서 포르티시시모

(fff )에서 시작하고, crescendo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마디 34에서 여덟

개의 포르테(ffffffff )까지 점진적으로 커진다. 또한 리게티는 마디 3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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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극한의 힘으로(forza estrema al fine)” 연주하라고 지시151)하였

다.

한편 이 곡의 가장 작은 다이내믹인 fff 는 피아노가 표현하고 청

자가 들을 수 있는 다이내믹 중에는 이미 상당히 큰 소리로, ffffffff 까지

의 crescendo는 실제 피아노로 낼 수 있는 음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 아

니라 리게티가 상상한 거대한 조각상의 규모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52) 따라서 피아니스트가 물리적 음량으로 포르티시시모로 시작하

여 포르테 여덟 개의 다이내믹을 표현하려고 하기 보다는, 연주로 구현

가능한 다이내믹으로 거대한 규모를 상상하며 연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153)

또한 고음에서 저음으로 향하며 음량이 성장하는 경우에는 저음

으로 갈수록 더해지는 울림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 곡에서는 저음

에서 고음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음량의 상대적인 차이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곡에 지시된 음량은 <표 III-6>과 같이 현실

적인 음량과 리게티가 상상한 음량을 상대화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표에서 ‘상상’이란 악보 상에 기록된 음량을 뜻하고, ‘현실’이란 구현 가

능한 음량을 뜻한다. 따라서 악보에 쓰인 fff 에서 ffffffff 의 음량은 현실적

으로 표현했을 때 p 에서 fff 라고 볼 수 있다.

151) G. Ligeti, Études pour P iano, Deuxième livre, 74.
152) 리게티는 조각상을 실제로 본 적은 없다고 한다. 음향으로서의 상상뿐만
아니라 상상한 조각상조차도 음향뿐만 아니라 사진으로 보았기 때문에, 실제
의 거대함을 눈으로 확인했다기보다는 그 거대함 역시 상상의 영역이었다.
R. Steinitz, 앞의 글, 311.

153) 리게티는 이 곡의 마지막에 ‘갑자기 멈추는 듯이(aufhören wie
abgerissen)’ 연주하라고 하였는데, 이때 동시에 페달을 들어 올려서 소리의
울림을 없애라고 하였다. 이러한 지시는 끝부분이 잘린 듯한 조각상의 형태
를 소리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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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fff ffff fffff ffffff fffffff ffffffff

현실 p mp mf f ff fff

<표 III-24> 리게티, 에튀드 제14곡의 상대적인 음량과 스펙트럼

또한 리게티는 이 곡에서 8분음표들을 레가토 주법으로 연주하

고, 페달을 아주 적게 사용하여 화음들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

였다. 그러나 리게티의 지시처럼 저음역에서 fff 의 다이내믹으로 레가토

주법으로 연주하는 경우에는 화음이 섞이지 않고 들리기는 거의 불가능

하다. 따라서 양손 화음의 위 성부에 해당하는 음들은 레가토, 아래성부

에 해당하는 음들은 논레가토 주법을 사용하여 화음이 연결되는 동시에

섞여 들리지는 않도록 연주되어야 한다. 페달의 사용 또한 처음에는 거

의 사용하지 않다가 다이내믹이 상승함에 따라 점차 많이 사용하는 방식

으로 음량의 표현을 도울 수 있다.

3.1.2. 5도: 제2곡, 제8곡

제2곡 ‘개방현(Cordes à vide)’의 제목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이

곡에서는 현악기의 개방현 소리를 연상시키는 완전5도의 소재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다채로운 음향을 만들어낸다.

우선 A 부분(마디 1-11)은 8분음표의 기본 박동을 가지는데, 마

디 1에서 완전5도로 수평적인 선을 이루며 하행하며 시작하고, 성부가

분리되며 전개된다. 이때 왼손에는 패턴을 찾을 수 있는데 7개의 8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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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악센트와 이음줄로 묶여 펼쳐진 완전5도로 하행하여 다섯 번째 또

는 여섯 번째 음에서 가장 낮은 음에 도달했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한다.

이렇게 왼손은 7개의 8분음표로 규칙적인 패턴을 이루는 반면, 오른손의

8분음표는 4∼9개의 불규칙한 개수로 진행되며 이로 인해서 양손의 리듬

패턴이 어긋나게 된다. 넓은 음역 안에서 수평적으로 펼쳐진 5도 음형의

선율들은 5도의 울림으로 인해서 화음을 이루고, 악센트가 붙은 각 그룹

의 첫 음들은 반음계적인 선율 진행을 보여준다.

<악보 III-46> 리게티 에튀드 제2곡 마디 1-4의 수직적인 음정

ⓒ2020 SCHOTT MUSIC, Mainz

위의 <악보 III-46>에서 두 성부의 수직적인 울림은 주로 3도와 6도의

음정 관계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음정들이 연속적으로 울리며 전

반적으로 협화적인 색채를 만들어낸다.

B 부분(마디 11-26)에서 5도가 만들어내는 음향적 변화를 살펴

보면, 5도의 음정이 선적으로 펼쳐진 상태로 진행되었던 A 부분과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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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B 부분은 마디 11에서 완전5도의 음정이 동시에 울리며 시작한다. 리

듬 또한 A 부분에서는 8분음표를 기본박동으로 일관되게 진행되었던 것

과 다르게 B 부분이 시작하는 마디 11에서는 성부간 리듬의 비율이 2:3

으로 분할된다. 즉 중첩된 5도 음정이 분할된 리듬으로 인해 악센트가

교차되고 결과적으로 음향적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B 부분에서는

성부간 음역의 간격이 극단적으로 확장되고 축소되며 변화하는데, 마디

26의 클라이맥스에서 오른손은 B♯6, 왼손은 G♯6의 높은 음역에 도달하

고 갑작스럽게 중단된다. 이때 왼손은 5도 음정이 수평적으로 진행하고,

오른손은 수직적인 5도 화음이 수평적으로는 반음씩 상행하며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5도 음정 관계의 진행과 함께 2:3으로 분할된

리듬의 형태가 결합되며 5도가 서로 부딪히는 음향을 만든다.

<악보 III-47> 리게티, 에튀드 제2곡 마디 26

ⓒ2020 SCHOTT MUSIC, Mai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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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6에서 고음역의 날카로운 울림으로 연주되는 클라이막스

는 16분음표의 셋잇단음표 하나 길이의 짧은 쉼표를 사이에 두고 음역과

다이내믹, 템포가 극단적으로 교체되며 C 부분이 시작된다.

C 부분(마디 26-39)의 마디 26-36은 리듬의 분할이 특징적인데,

오른손의 리듬은 마디 26에서 16분음표의 셋잇단음표로 시작하여 마디

29에서 32분음표로 분할되고, 왼손의 리듬은 <악보 III-48>에서 볼 수

있듯이 마디 26에서는 16분음표, 마디 29에서 8분음표로 시작해서 셋잇

단음표, 16분음표, 16분음표의 셋잇단음표를 거쳐 마디 32의 32분음표까

지 점차적으로 분할되고, 다시 마디 36의 8분음표까지 점차적으로 회귀

한다. 또한 마디 36에서는 리듬뿐만 아니라 5도 관계로 펼쳐졌던 선율

또한 A0로 수렴한다. 따라서 이 곡의 첫 음은 A5에서 완전5도 관계로 하

행하며 시작하고, 5도를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선율이 다양한 양상의 변

화를 거쳐서 마지막 음에서 다시 A0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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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48> 리게티, 에튀드 제2곡 마디 29-39의 왼손 리듬 변화

ⓒ2020 SCHOTT MUSIC, Mai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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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에서 완전5도가 형성하는 음향을 표현하기 위해서 리게티

는 총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첫 번째는 댐퍼 페달과 소프트

페달의 사용이고, 두 번째는 호른소리를 연상시키는 지시어, 세 번째는

호른의 선율이 점차 멀어지는 듯한 반향을 표현한 “eco”라는 지시이

다.154) 이러한 구체적인 지시어는 이 곡의 가장 큰 특징인 5도 음정의

독특한 음색을 표현하는데 집중되어있다.

우선 댐퍼 페달의 사용을 살펴보면, 리게티는 곡 전체에서 “with

much pedal, con ped.”로 댐퍼 페달의 사용을 지시하였다. 이 곡에서 댐

퍼 페달을 섬세하게 사용해야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음형의 최저음을 포함한 완전5도가 형성하는 화음의

지속적인 울림이고, 두 번째로는 긴 음가로 진행되는 상성부 선율의 울

림이다. 수평적으로 펼쳐지는 연속적인 완전5도 진행은 긴 음가의 상성

부 선율과 함께 불규칙하게 중첩되고, 페달이 사용되면서 결과적으로 불

협화음으로 울리게 된다. 따라서 선명한 5도 진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페달기법이 요구된다. 한편 긴 음가의 선율의 울림이 또렷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동시에 완전5도 음정은 음향적 배경의 역할을 해야 하

기 때문에 페달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페달을 바꾸는 시점을

화음의 중첩과 선율이 형성하는 음향에 따라서 신중히 고려하고, 필요시

에는 손페달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왼손 각 패턴의 최저음 직전과 직후의 음은 울림이 겹쳤을 때에

완전5도, 즉 협화적 색채의 음정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마디 1-4의 왼

154) 이 곡에서 ‘eco’의 지시어가 의미하는 음향적 원근에 대한 내용은 본고 III
장의 3.2.2.에서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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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패턴의 최저음과 이전의 음은 울림이 겹

쳤을 때에 화음을 이루는 음정들이다. 이때 댐퍼 페달은 패턴의 경계를

넘어 최저음에서 바꿔주는데, 이러한 페달링은 낮은 음역의 울림을 통해

음향적 공간을 형성한다. 이때 최저음의 이전 음이 함께 울리면 협화적

색채를 더욱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최저음 이전 음을 지시된 8분

음표 음가보다 긴 4분음표로 지속하는 방식(손페달)을 사용하면 페달이

바뀌어도 화음의 울림이 더해지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아래 <악

보 III-49>에 표시한 것과 같이 댐퍼 페달과 손페달을 사용하면 패턴의

시작과 상관없이 저음이 강조되고, 화음의 울림이 최대한 지속되어 완전

5도의 진행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색채를 표현할 수 있다.

<악보 III-49> 리게티, 에튀드 제2곡 마디 1-4의 페달

ⓒ2020 SCHOTT MUSIC, Mainz

또한 <악보 III-50>의 마디 4와 같이 불협화음으로 중첩되는 경

우가 있는데, 화음의 중첩을 통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음향적 색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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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불협화음의 울림이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페

달을 가급적 지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마디 8에서와 같이 최저음과 상성부의 타이밍이 다른 경우

에는 상성부를 기준으로 페달을 바꾸도록 왼손의 5도는 손으로 지속해서

울림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마디 8의 선율은 F♯6로 높은 음고로 표현되기 때문에 특히

강조하기 위해서 페달을 바꾸어야 한다. 이때 페달이 바뀌는 경우에도

완전5도의 울림이 지속될 수 있도록 특정 음들을 기보된 8분음표의 길이

보다 길게 손으로 유지해야 할 때도 있다.

<악보 III-50> 리게티, 에튀드 제2곡 마디 5-8의 페달

ⓒ2020 SCHOTT MUSIC, Mainz

긴 음가를 갖는 반음계의 선율은 악센트로 강조되어 있는데, 5도

의 울림과 함께 이러한 선율선 또한 또렷하게 표현되어야하기 때문에 페

달의 사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위의 <악보 III-50>에 제시한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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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을 사용하여 완전5도의 울림은 음향적 배경으로 존재하도록 할 수

있고, 동시에 긴 음가를 갖는 반음계의 선율은 명료한 음색으로 표현하

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이 곡에서 리게티는 댐퍼 페달의 사용뿐만 아니라 소프트

페달(una corda)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는데, 마디 29에서 오른

손이 subito pp 로 갑작스러운 다이내믹의 대조를 갖는 부분에서는 소프

트페달이 지시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마

디 29의 오른손은 고음에서 32분음표로 진행되고 왼손이 8분음표로 완전

5도 음형을 연주하는데, 이때 오른손이 pp 이기 때문에 밝은 음색으로

부각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왼손의 5도 음형이 더욱 강조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 <악보 III-51>에 제시한 것과 같이 소프트페달을

사용해서 마디 29의 f 와 음량적으로 대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여리게

연주되어야한다.

<악보 III-51> 리게티, 에튀드 제2곡 마디 29의 소프트페달

ⓒ2020 SCHOTT MUSIC, Mai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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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른 소리를 연상시키는 지시어는 마디 32에 등장한다. 마디 32

에는 오른손에 긴 음가의 선율선이 등장하는데, “cantabile, quasi un

corno da lontano”로 멀리서 들리는 듯한 호른의 음색을 요구한다. 이때

왼손은 pp 의 32분음표로 “mormorando”의 지시어가 사용되어 불분명한

음색으로 연주해야하기 때문에 리게티가 지시하지 않았지만 소프트페달

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왼손의 불분명한 음색과 대비되는 오른손 선율

의 선명한 음색 표현을 위해서, 소프트페달은 “quasi un corno da

lontano”의 지시어에 해당하는 B♭3이 울린 직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악보 III-52> 리게티, 에튀드 제2곡 마디 32

ⓒ2020 SCHOTT MUSIC, Mainz

한편 이 곡의 클라이맥스인 마디 26에서는 음역과 다이내믹이

극단적으로 전환된다. 마디 25부터 poco stringendo로 빨라지는 음형의

진행은 마디 26의 16분쉼표를 계기로 중단되고, 음역과 다이내믹의 극적

대비가 일어난다. 이때 피아노의 최고음역(오른손 B♯6, 왼손 G♯6)에서 fff

로 연주된 화음의 울림이 16분쉼표의 짧은 쉼 사이에 모두 사라지고 단



- 152 -

음으로 된 pp 의 최저음 A0가 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전환을

표현하기 위해서 연주자 이딜 비렛(Idil Biret 1941- )155)은 pp 로 등장

하는 음의 음가를 두 배 가량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된 음량을 강조하였

고, 연주자 프레드릭 울렌(Fredrik Ullén 1968- )156)은 쉼표의 길이를 두

세 배 늘여서 울림이 사라질 때까지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극단적인 전

환을 표현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극단적인 음향의 전환을 위해서는 16분

쉼표의 길이를 조정하거나, 전환된 이후의 음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더

욱 극단적인 대비의 순간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악보 III-53> 리게티, 에튀드 제2곡 마디 26

ⓒ2020 SCHOTT MUSIC, Mainz

155) 터키 피아니스트 이딜 비렛(Idil Biret, 1941- )이 연주한 리게티 에튀드 제
1, 2권의 음반을 참고하였다. György Ligeti, “Etude No. 2, ‘Cordes à
vides,’” Recorded by Idil Biret, Ligeti, G.: Etudes, Books 1 and 2[CD]
(Sandhausen: Naxos 8555777, 2003).

156) 스웨덴 피아니스트 프레드릭 울렌(Fredrik Ullén 1968- )은 리게티의 피아
노 곡 전곡을 녹음하였다. György Ligeti, “Etude No. 2, ‘Cordes à vides,’”
Recorded by Fredrik Ullén, Ligeti - The Complete Piano Music,
Vol.1[CD] (Sweden: BIS 783,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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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곡 ‘개방현’이 수평적으로 펼쳐진 선율의 형태로 완전5도의

음향을 형성하는 특징을 가졌다면, 제8곡 ‘금속’은 수직적인 5도음정의

울림을 통해서 금속성의 명료한 음색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는 리게티가

이 곡의 연주 해설에서 언급한 “Always hard and metallic”의 지시157)를

통해서 더욱 구체화되어 있고, 이러한 지시는 피아노가 가진 타악기적인

음색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거친 금속성의 음

색을 표현하기 위해, 연주자는 손의 포지션을 마치 타악기를 두드리는

단단한 도구처럼 고정시킨 상태로 건반을 매우 빠른 속도로 타건하는 방

식으로 5도 음정을 연주할 수 있다.

이 곡의 패턴 전개에 대해서는 본장의 리듬적 측면에서 설명하

였는데, 패턴이 반복되며 전개되는 방식에 있어서 음역, 다이내믹, 화음

및 음계, 리듬 구조, 아티큘레이션 등의 다양한 요인이 5도음정의 사용으

로 다양한 음색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중요한 음향적 특성이다.

예를 들어, 마디 13은 다이내믹과 음역의 변화로 음색의 대조를 표현하

고 있다. 마디 12에서 하나의 섹션이 마무리되고, 마디 13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섹션은 앞 섹션의 f 다이내믹과는 달리 p 와 소프트페달을 사용

하여 낮은 음역에서 시작한다. 리게티는 이 곡의 연주해설에서 “the p

and pp sections are played almost without pedal”이라고 지시하여 p 와

pp 의 다이내믹에서는 댐퍼 페달을 거의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

157) 제13곡 ‘악마의 계단’에서는 금속으로 된 타악기의 음색을 연상시키는 지시
어들이 사용되었다. 마디 29에는 포르테 다섯 개로 매우 강조된 화음이 연속
된 음향의 진행을 방해하듯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때 음색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거칠게 울리는 종소리(wild ringing of bells)”의 지시어가 사용되
었고, 마디 46의 화음에는 “종, 공, 탐탐 같이(like bells, gongs, tamtams)”의
지시어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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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지시를 통해서 다이내믹이 변화할 때 단순히 음량의 변화뿐만 아니

라 음색의 변화 또한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마디 13에서

새로운 섹션의 시작을 분명하게 보여준 이후에,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

건반 가까이에서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음색의 대비를 분명하게 표현해

야 한다.

<악보 III-54> 리게티, 에튀드 제8곡 마디 1과 13의 대비

ⓒ2020 SCHOTT MUSIC, Mainz

뿐만 아니라, 음색의 변화는 수직적으로는 화음, 수평적으로는

음계의 성질의 변화로 나타나는데, 이는 3화음의 색채를 결정하는 제3음

이 왼손의 베이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왼손에 따라서 화음의 성질

이 변화한다. 예를 들어, 마디 1에는 오른손의 5도음정과 왼손의 베이스

가 중첩되어 장3화음을 이루고, 마디 25에는 단3화음으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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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55> 리게티, 에튀드 제8곡 마디 1과 25의 3화음

ⓒ2020 SCHOTT MUSIC, Mainz

이때 중첩된 두 성부의 패턴 길이가 다름으로 인해서 시차가 엇갈리다가

함께 돌아오게 되는 마디 13과 25158)의 첫 화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이 변화한다.

158) 18:16의 어긋난 패턴 단위는 144박, 즉 12마디 단위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
온다. 따라서 마디 1, 13, 25 다음의 마디 37도 언급되어야 하나, 마디 37에서
는 오른손의 18박 패턴이 처음으로 깨지며(한 박 먼저 시작) 왼손과 오른손
의 시작이 서로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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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56> 리게티 에튀드 제8곡 마디 1, 13, 25 첫 화음의 성질

패턴을 형성하는 이러한 중첩된 음정들을 수평적으로 펼쳐놓았을 때 온

음계와 반음계를 이룬다. 장3화음으로 시작하는 마디 1-2는 온음계적으

로 진행하는데, 단3화음으로 변화하는 마디 25-26은 반음계적으로 진행

하며 이로 인해 음계상의 음색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수직적

인 화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를 수평적으로 펼쳐놓았을 때 만들어지는

음계상의 변화도 음색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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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57> 리게티, 에튀드 제8곡 마디 1-2와 25-26의 수평적인 진행

마디 1-2의 온음계적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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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5-26의 반음계적인 진행

한편 이 곡의 리듬 패턴은 불규칙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역동

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마디 1-24와 25-30은 음색적인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첫 번

째에는 악센트를 자유롭게 붙여서 생동감을 극대화하고, 두 번째에는 악

센트를 붙이지 않음으로써 역동적인 성격을 최소화하여 음색 대비에 기

여한다.

또한 마디 58에서는 “멀리서부터(da lontano)” 들리는 듯한 조용

한 울림으로 연주하라고 지시한 것이 눈에 띄는데, 생기 있는 리듬 패턴

을 금속성의 명료한 음색으로 연주되는 앞부분과 대비되는 멀리서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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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음색을 의도하였다. 이러한 음색의 효과적인 대비를 위해서 pp 로

음량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기보된 바와 같이 이음줄로 프레이징을 만들

어서 앞부분의 타악기적인 음색과 더욱 대비시키도록 한다.

<악보 III-58> 리게티, 에튀드 제8곡 마디 1과 58의 대비

ⓒ2020 SCHOTT MUSIC, Mainz

한편, 마디 71-76에는 앞부분의 기본 패턴을 연상시키는 변형된

구조의 패턴이 느리고 조용하게 다시 나타나며 양손이 동시에 곡을 마친

다. 이때 마디 71부터 diminuendo가 시작되며 pp 에서 마디 76의 pppp

까지 더욱 작아지는 음량의 스펙트럼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마디

71-73에는 음정 간에 음량의 밸런스를 조정하여 고음을 비교적 분명하

게 표현하고, diminuendo가 진행될수록 이를 불분명한 음색으로 처리하

여 더욱 멀어지는 듯한 음향을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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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59> 리게티, 에튀드 제8곡 마디 71-76의 패턴과 다이내믹

ⓒ2020 SCHOTT MUSIC, Mainz

3.1.3. 3화음: 제4곡

제4곡 ‘팡파레(Fanfares)’에서 반복되는 오스티나토와 음정 모티

브의 결합은, 곡이 진행될수록 장3화음, 단3화음 등으로 다양한 음색의

변화를 만들어내며 전개된다. 두 성부의 결합은 앞에서 비대칭적인 리듬

구조를 형성하는 요소로 설명되었는데, 본 목에서는 이들의 수직적인 중

첩이 어떠한 음향적 특징을 만드는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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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60> 리게티, 에튀드 제4곡 마디 1-4와 9-12의 화음

ⓒ2020 SCHOTT MUSIC, Mainz

예를 들어, 마디 1-4에서 왼손의 오스티나토와 오른손의 음정 모

티브는 결합되어 장3화음을 이루고, 마디 10부터는 음정 모티브가 왼손

으로 옮겨지며 오른손의 오스티나토와 단3화음을 이룬다. 이러한 화음들

은 전위 형태로도 나타나면서 더욱 다채로운 음색을 표현한다. 또한 화

음의 변화는 연주 시에 음색의 변화를 두드러지게 표현함으로써 더욱 강

조될 수 있다. 따라서 악보에는 두 부분의 다이내믹이 음정 모티브는

mp, 오스티나토는 pp 로 지시되어 동일하지만, 연주할 때에는 마디 10

의 음정 모티브를 마디 2보다 여리게 표현하면 장3화음에서 단3화음으로

변화하는 음색의 표현을 도울 수 있다.

한편 리게티는 이 곡에서 선율 모티브가 더욱 또렷하게 들리도

록 오스티나토는 배경처럼 여리게 연주하라고 지시하였다.159) 또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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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부 간 음량의 밸런스를 다이내믹과 소프트페달의 사용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강조하였고, 선율 모티브가 높은 음가에서 pp 로

연주될 때에는 “eco”의 지시어를 사용하여 메아리와 같은 음향을 표현하

기도 하였다. 아래 <악보 III-61>에서 볼 수 있듯이 선율 모티브의 다이

내믹 변화에 따라 오스티나토의 다이내믹 변화 또한 매우 섬세하게 표현

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악보 III-61> 리게티, 에튀드 제4곡 마디 109-112의 다이내믹

ⓒ2020 SCHOTT MUSIC, Mainz

리게티는 위의 <악보 III-61>에서 볼 수 있듯이 오른손의 반향

(eco) 효과에 따라서 왼손의 다이내믹 또한 sub. pppp 와 pp 로 구분하

여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왼손의 오스티나토가 저음역대인

C2-B2에서 레가토로 연주된다는 점에서 pppp 와 pp 의 다이내믹 차이를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왼손은 다이내믹 구분에 상관

없이 최대한 작은 소리를 유지하고, 오른손의 뚜렷한 음량 구분을 통해

서 eco를 표현하도록 한다. 이때 왼손의 아티큘레이션은 레가토보다는

159) G. Ligeti, Études pour P iano, Premier livr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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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레가토에 가깝도록 손가락 끝부분으로 건반을 스치듯이 연주하는 것이

저음역대에서 작은 소리를 내는 것에 도움이 된다.

3.1.4. 7화음: 제5곡

폴리미터로 설명했던 제5곡 ‘무지개(Arc-en-ciel)’는 7화음과 이

로부터 파생된 선율이 내성과 외성에서 두 개의 층을 형성하며 전개된

다. 이때 오른손은 3/4, 왼손은 2/로 박절 단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화음이 바뀌는 시점 또한 엇갈리며 중첩된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화음

을 갖는 오른손과 왼손이 교차되어 울리면서 결과적으로 무지개처럼 다

양한 음향적 색채를 만들어낸다.

<악보 III-62> 리게티, 에튀드 제5곡 마디 1의 교차되는 7화음

ⓒ2020 SCHOTT MUSIC, Mai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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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되어 만들어지는 7화음의 음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페달이

중요하다. 에튀드 전반에서 리게티는 페달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라고 지

시하거나, 의도된 음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연주자의 재량에 따

른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곡에서는 “con ped.”의 지시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댐퍼 페달의 사용이 중요한 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160)

이 곡에서 페달의 사용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로

는 7화음의 울림을 표현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중첩에 따른 과도한 불협

화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곡에서는 기보된 음표보다 음가를

늘려서 손으로 연결하는 손페달을 비롯한 섬세한 페달 사용이 요구된다.

이 곡의 페달은 첫 번째로, 양손에 각각 다른 7화음이 시간차를 두고 쓰

였기 때문에 화음의 울림을 유지함과 동시에 과도한 불협화음의 울림을

피해야한다. 또한 어느 한 손의 화음에 맞춰서 페달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의도치 않게 다른 손 화음의 울림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연결하는 페달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디 1에서와 같이 페달이

바뀌는 경우에는 왼손 화음의 울림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으로 지속시키

는 손페달을 사용해야한다.

160) 페달 사용이 강조된 곡은 제2곡 ‘개방현’과 제5곡 ‘무지개’가 있는데, 제2곡
이 펼쳐진 5도 진행으로 음정의 울림을 표현했다면, 제5곡에서는 화음의 분
산된 형태 위주의 음형이 쓰였고, 베이스에 해당하는 음들의 음가가 길게 지
속되면서 화성의 울림에 도움을 주는 형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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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63> 리게티, 에튀드 제5곡 마디 1-2의 페달

ⓒ2020 SCHOTT MUSIC, Mainz

한편 마디 15-16은 음역과 다이내믹의 극단적인 대비로 분위기

의 전환을 가지는 부분인데, 대비를 이루는 이러한 요소들과 함께 특히

7화음의 음색 대비가 인상적이다. 마디 15에는 다이내믹이 커지면서 왼

손과 오른손의 음고의 범위가 피아노 음역의 극단까지 팽창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른손은 펼쳐진 7화음 음형으로 진행하며 음역을 넓힌다. 마

디 16에서 양손의 음역이 고음으로 전환되며 다이내믹 또한 수비토 피아

노로 갑작스럽게 전환되는데, 이때 7화음의 구성 역시 전환되면서 음색

의 대비가 이루어진다. 한편 마디 15에서 템포는 allargando로 점차 느려

지기 때문에, 매우 큰 다이내믹으로 연주되는 마지막 음의 음가를 충분

히 늘려서 울림을 강조한다. 마디 16은 템포가 meno mosso로, 느려지기

전의 템포 보다는 조금 늦춰서 시작한다. 마디 15에서 7화음이 ff 에서

crescendo가 된 큰 다이내믹으로 음역을 넓혀서 펼쳐지기 때문에 무거운

음향의 울림이 남아있게 된다. 이로 인해 마디 16의 첫 화음은 고음역에

서 subito p 의 다이내믹으로 연주되기 때문에 이전의 큰 음향의 잔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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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화음의 음색 대비를 인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첫 화음의

음가는 이전의 저음의 울림이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늘

려서 지속한다.

<악보 III-64> 리게티, 에튀드 제5곡 마디 15-16

ⓒ2020 SCHOTT MUSIC, Mainz

3.1.5. 온음음계: 제7곡

제7곡 ‘갈람 보롱(Galamb Borong)’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가

믈란 음악의 영향을 받은 곡이다. 앞서 이 곡의 폴리리듬적 특징을 살펴

보았는데, 음향을 만드는 소재로 온음음계 또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

곡의 오른손에는 E, D 음에 두 개의 ♭이 붙고, 왼손에는 B, A, G 음에

세 개의 ♭이 붙어서 양손에 각각 다른 조표가 사용되어161) 오른손에는

B, A, G, F, E♭, D♭, 왼손에는 E, D, C, B♭, A♭, G♭의 서로 다른 온음

161) 플랫이 붙은 음들을 조합하면 가믈란 음계인 슬렌드로(Sléndro)를 형성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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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계가 사용된다.

또한 16분음표의 기본 박동을 가지는 펼쳐진 옥타브 음형의 성

부와 2분음표로 긴 음가의 선율을 가지는 성부가 양손에 동시에 진행된

다.162) 서로 다른 온음음계의 중첩을 통해 음향적으로 양면적인 성격163)

이 드러나는데, 즉 수평적으로는 협화, 수직적으로는 불협화를 이루는 이

러한 특성은 16분음표의 트레몰로와 같이 같은 음정을 반복하는 리듬적

특성과 결합됨으로써 가믈란 음악의 음색을 연상하게 한다.

<악보 III-65> 리게티, 에튀드 제7곡의 서로 다른 조표가 만들어내는

음향의 양면성

ⓒ2020 SCHOTT MUSIC, Mainz

한편 이 곡에서는 조표나 음계의 사용뿐만 아니라, 템포 지시인

“vivacissimo luminoso, legato possible”에서 ‘빛나는’의 의미를 가지는

‘luminoso’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 또한 금속으로 된

타악기가 주를 이루는 가믈란 음악의 음색을 연상시킨다.

162) 양손에 다른 조표로 온음음계가 쓰이고 악센트가 어긋나며 불규칙해지는
특징은 에튀드 제1곡 ‘무질서’, 제12곡 ‘교직’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163) R. Steinitz, György Ligeti. Music of the Imagination,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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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의 음색 표현을 위해서 리게티는 16분음표의 기본 박동을

제외한 8분음표, 4분음표, 2분음표 등으로 연주되는 선율은 모두 테누토

나 악센트로 연주하거나, 또는 이보다 더욱 강조하여 연주하라고 지시하

였다.164) 이러한 지시는 아티큘레이션을 통해서 선율의 음색을 더욱 선

명하게 표현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곡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타악기의 다양한 울림이 등

장하여 가믈란 음악의 음색을 연상시킨다. 마디 26에는 긴 저음을 지속

시키기 위해 소스테누토 페달의 사용을 지시하였는데, 소스테누토 페달

을 사용한 저음의 울림은 마디 42까지 지속되어 마치 한국의 전통악기인

징처럼 매우 두껍고 무거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타악기의 음색도 연상시

킨다. 한편 “울림이 남겨지도록(lasciar vibrare)”의 표현 또한 자주 등장

하는데, 특히 마디 75-77에서 왼손이 연주하는 고음의 화음에 이러한 표

현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지시는 매우 가볍고 밝은 음색의 타악기의 울

림을 의도한 것인데, 이때 왼손을 엄지손가락 쪽으로 기울여 무게를 실

어서 상성부의 고음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음색의 표현을 도울 수 있다.

164) G. Ligeti, Études pour P iano, Deuxième liv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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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66> 리게티, 에튀드 제7곡 마디 73-78

ⓒ2020 SCHOTT MUSIC, Mai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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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음향을 만들어내는 방식

본 항에서는 리게티가 의도한 음향을 《피아노 에튀드》에서 어

떤 방식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였는지 알아볼 것이다. 첫째로 음향의

대비를 통한 방식에서는 묵음 기법과 같은 주법적인 시도를 통하거나,

박절 단위가 뚜렷한 부분과 음향의 흐름으로 진행하는 부분으로 서로 대

비되는 음향을 표현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두 번째 방식인 음

향적 원근에서는 리게티가 음향적 공간성을 구현하기 위한 의도로 구체

적인 지시어를 사용하거나, 성부간의 구분된 구조를 통해 음향적 공간을

형성한 부분을 살펴본다. 셋째로 선적 중첩과 모방에서는 성부가 추가되

어 중첩되거나, 한 성부가 다른 성부를 모방하는 방식을 통해 의도한 음

향적 특징을 알아본다. 나아가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리게티가

의도한 음향적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

기 위한 연주법을 고찰할 것이다.

3.2.1. 음향의 대비: 제3곡, 제13곡, 제16곡

제3곡 ‘막힌 건반(Touches bloquées)’은 제목에서와 같이 한 손

으로 1∼6개의 음을 누른 상태로 연주하는 묵음 기법(Blocked-key

technique)165)이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165) 묵음 기법은 앞서 작곡된 리게티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소
품집》의 두 번째 곡 ‘자화상, 라이히와 라일리를 포함하여. 쇼팽도 함께’ 에
서도 사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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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67> 리게티, 에튀드 제3곡 마디 1-4

ⓒ2020 SCHOTT MUSIC, Mainz

이 곡에서 묵음 기법은 음계와 리듬의 전개에 영향을 주는데 이

를 자세히 살펴보면, 묵음 기법이 사용된 A 부분(마디 1-71)과 A’ 부분

(마디 92-115)에서 건반을 고정하지 않은 다른 손은 8분 음표를 기본 박

동으로 짧게는 2개, 길게는 21개의 8분음표로 불규칙한 패턴을 이루는

반음계를 연주한다. 그러나 건반이 눌린 상태로 고정되어 소리가 나지

않는 음들로 인해서 반음계의 선율선이 드러나지 않고 5음 음계(G♭, F,

E♭또는 D♯, D♭또는 C♯, B)의 진행으로 인식된다. 또한 리듬적으로도 8

분음표의 연속적인 진행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2개와 3개의 8분음표 단

위로 불균일하게 전개된다.

한편 건반을 고정한 손은 이러한 반음계의 진행에 음정을 더하

는데, 이러한 음들은 연주에 에코와 같은 음향 효과를 준다. 제한된 음의

소재로 인해서 특정 음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에코는

쉽게 인지된다. 아티큘레이션 또한 “중얼거리는 듯한(stuttering)”의 지시

어와 함께 레가토로 연주되어 모호한 음색을 가진다.

이와 대조적으로, B 부분(마디 72-91)은 묵음 기법이 사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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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대신 음이 추가되면서 음색이 더욱 명확해진다. 이 부분은 2개에서

5개의 8분음표로 이루어진 음형이 숨표(’)로 구분되는데, 이때 숨표는 쉼

표의 역할을 하며 숨표 이전과 이후의 음형을 분명하게 구분해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속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

분의 명확성을 강화시킨다. 또한 논레가토와 악센트, 테누토가 사용되어

또렷한 음색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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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68> 리게티, 에튀드 제3곡 마디 1-4와 72-91의 대비

ⓒ2020 SCHOTT MUSIC, Mai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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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음 기법이 사용된 A와 A’ 부분(마디 1-71, 92-115)은 반음계

의 선율이 누른 채로 고정되어있는 건반들과, 불규칙하게 추가되는 에코

에 해당하는 음정들로 인해서 선율로 인식되지 않고 불분명하게 진행된

다. 에코의 음향적 표현을 위해서 리게티가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아래

<악보 III-69>와 같이 pp 로 연주함으로써 음량을 조절할 수 있다.

<악보 III-69> 리게티, 에튀드 제3곡 마디 1-9 에코 음정과 다이내믹

ⓒ2020 SCHOTT MUSIC, Mainz

이때 음량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티큘레이션의 대비를 통

해서도 에코의 음향 표현이 가능하다. 반음계의 음형은 두 마디 단위로

진행되는데, 이음줄로 인해서 첫 두 음이 강조되어 스타카토로 연주하는

에코의 음향과 더욱 대비된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한 손이 최대 네 음까지 건반을 누른 채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음들에는 리게티가 운지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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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때 에코에 해당하는 음들은 포함한 불규칙하게 등장하는

음정들은 나머지 손가락들만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한 상태로 연주하게

된다. 따라서 연주자의 재량에 따라 효율적인 운지법을 정하는 것이 중

요한데, 필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마디 1-21의 운지법은 다음과 같다.

<악보 III-70> 리게티, 에튀드 제3곡 마디 1-21의 운지법

ⓒ2020 SCHOTT MUSIC, Mai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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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악보 III-70>에서 볼 수 있듯이 마디 1-17까지는 3, 4번 손가락은

건반을 누르고 있고, 마디 18부터는 3, 4, 5번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른

상태로 연주하기 때문에 1, 2, 5번 손가락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마

디 3과 13의 운지법은 2번 손가락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1, 2번

이 아니라 2, 2를 사용한 이유는 3, 4번이 고정된 상태에서 다른 손가락

보다 길이가 짧은 엄지로 검은 건반을 연주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고, 2번으로 G♭의 검은 건반에서 F의 흰 건반으로 미끄러지듯이 내려

서 누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때 묵음 기법으로 연주하는 손은 하나의 손가락으로 두 개의

건반을 누른 채로 지속해야 하는데, 마디 20에서는 2, 3, 4, 5번의 네 손

가락을 건반 여섯 개까지를 누르고 지속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 개의 건

반을 한 번에 고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손가락을 펴고 눕힌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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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4> 리게티, 에튀드 제3곡 건반 위의 손 포지션

또한 리게티는 이 부분에서 “중얼거리듯이(stuttering)”의 지시어

와 함께 레가토로 연주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지시는 레가토로 만

들어지는 선율선의 프레이징보다는 음색의 표현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

면 오른손의 레가토를 확실히 지켰을 경우에 중얼거리는 듯한 음색을 더

욱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레가토를 통해서 만들어진 불분명한 음색의 표현은 묵음 기법이

사용되지 않는 마디 72-91에서 논레가토와 악센트, 테누토로 강조된 아

티큘레이션과 대비를 이룬다. 마디 72에서 시작하는 대조적인 부분에는

“거칠고 격렬하게, 강하게(feroce, impetuoso, strepitoso)”의 지시어가 사

용되었는데, 앞부분의 중얼거리는 듯한 음색의 표현과 대비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음을 끊어서 명료한 아티큘레이션으로 연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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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71> 리게티, 에튀드 제3곡 마디 1, 72, 83의 음색 대비

ⓒ2020 SCHOTT MUSIC, Mainz

한편 이 곡의 마디 111-114에서는 연속된 묵음의 개수를 늘림으

로써 소리가 나는 음들의 간격을 늘리는 방식으로 pppp 까지 작아지는

다이내믹을 표현하는데, 이때 묵음의 연속으로 인해서 연주하고 있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때 정확한 박자를 지키는 것에 어려움

이 있다. 예를 들어, 마디 112부터는 8분음표의 개수가 17개(마디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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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마디 113), 21개(마디 114)로 이루어져있고, 마디 112의 두 음과 마

디 113-114의 각 첫 음을 제외하고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또한 8분음표

의 개수가 홀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박절에 불규칙성을 가진다. 따라서

연주 시에 한 마디를 아래 <악보 III-72>과 같이 2개와 3개의 8분음표

단위로 세분(Subdivision)하면 박자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고, 이로 인

해 리게티가 의도한 점차 벌어지는 음의 간격을 통한 diminuendo의 표

현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다.

<악보 III-72> 리게티, 에튀드 제3곡 마디 112-115 음형의 세분

ⓒ2020 SCHOTT MUSIC, Mainz

제3곡에서는 묵음 기법과 아티큘레이션, 에코의 음향, 다이내믹

대조와 같은 방식을 통해 음향적 대비를 표현했다면, 제13곡 ‘악마의 계

단’에서의 대비는 박절 단위의 유무를 통해 드러난다. 마디 1-25는 비대

칭적 리듬 안에서 박절 단위가 뚜렷하게 인지되지만 마디 26-43에서는

연속적인 음향의 흐름이 시간 개념 없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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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166)

또한 이 곡의 마디 38부터는 다양한 방식의 음향적 대비가 나타

나는데, 음역과 다이내믹, “그림자처럼(like a shadow)”의 지시어를 사용

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 부분은 오른손이 왼손과 교차되어 왼손보다 낮

은 저음역에서 화음을 연주하는데, 오른손에 그림자처럼 연주하라는 지

시어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지시는 조용한 ppp 의 다이내믹의 표현을 도

울 뿐만 아니라 저음역의 어두운 음색을 위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왼손은 오른손보다 높은 음역에서 ffff 의 다이내믹으로 강하고 선명한 화

음을 연주한다. 따라서 오른손의 어두운 화음은 왼손의 선명한 화음과

대비되는데, 이러한 음향의 대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오

른손의 화음을 왼손의 음향적 그림자로 상상하며 연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166) 제13곡의 마디 1-25에 나타나는 리듬적 특징과, 마디 26-43에서 연속적인
음향의 클러스터로 전개되는 음향적 특징은 앞서 II장의 2.1.4.와 3.1.1.에서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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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73> 리게티 에튀드 제13곡 마디 38-39

ⓒ2020 SCHOTT MUSIC, Mainz

제16곡 ‘이리나를 위하여(Pour Irina)’ 또한 선적인 흐름으로 진

행하는 A, B 부분과 박절 단위가 뚜렷하게 인지되는 C, D 부분167)에서

음향적 대비가 나타난다. 이 곡은 템포 변화에 따라서 A, B, C, D의 네

부분168)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각 부분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로 인해

A와 B, 그리고 C와 D 부분에서 어떤 음향적 대비가 나타나는지 알아보

겠다.

A 부분은 긴 이음줄로 연결된 4분음표들이 안단테(andante)의

템포로 진행되며 선율적인 성격을 갖는다.169) 또한 B, E, D, G의 네 음

167) C와 D 부분의 비대칭적 리듬구조는 본고의 III장 2.1.4.에서 설명되었다.
168) 이 곡의 전반적인 구성은 III장의 <표 III-3>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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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림표(♭)가 붙은 것이 특징적인데, 이 부분의 이러한 조표는 사용된

주요 음들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때 제외된 A음은 음형에서도 제

외된 상태로 진행되다가 끝부분에서 두 번 등장하는데, 이 경우는 A 부

분을 마친다는 의미로써 종결감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 III-74> 리게티 에튀드 제16곡의 A 부분

ⓒ2020 SCHOTT MUSIC, Mainz

이 부분은 하나의 성부로 시작하여 2성부 또는 3성부로 성부가

추가되고, 이들이 중첩되며 진행한다. 수평적으로 진행하는 2성 또는 3성

부는 동시에 울리며 3도, 2도(7도), 4도(5도)에서부터 7음, 9음, 혹은 11음

이 부가된 5도, 9음이 부가된 6도까지 여러 음정을 형성한다. 이때 음고

의 방향이 반진행하며 장7에서-완5로 해결되기도 한다.170) 이때 각 성부

는 꾸준한 4분음표로 리듬적 차이를 두지 않은 선율로 진행되는데, 이러

한 성부의 진행 방식과 이로 인해 형성되는 수직적인 음정 관계로 보아

리게티는 이 부분에서 수평적인 선율 진행과 이들이 중첩되며 만들어내

169) 이때 에스프레시보(espressivo, espressione)와 레가토(legato)의 지시어를
갖고 하나의 긴 이음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15곡 ‘흰색 위의 흰색’의
첫 부분과 분위기가 유사하다.

170) 이와 같은 음정의 진행은 <악보 III-76>에 표기한 것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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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직적인 음향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리게티는 이

러한 다성부적 진행 방식을 통해 대위적 개념을 악곡에 내포하고자 의도

하였고, 이를 통해 전통적 음악 어휘를 새로운 어법에서 배치하고자 하

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171)

나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선율의 단편(fragment)은 조성 체

계 내의 선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되풀이되며 D♭이 중심음이 되는 듯

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악보 III-75> 리게티, 에튀드 제16곡 A 부분에서 되풀이되는 선율의

단편

ⓒ2020 SCHOTT MUSIC, Mainz

이때 하성부는 A 부분 전체에 걸쳐서 하나의 이음줄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상성부의 진행은 4분쉼표로 인해서 중단되고, 이음줄 또한 구

분되어 프레이징이 형성된다.

B 부분은 B, E, A, D, G에 ♭이 붙어서 내림 라장조의 조표를

171) 시어비는 리게티가 전통적인 서양 음악의 보편적인 요소들을 새롭게 다루
는 방법을 발견하려 했다고 언급하였다. M. Searby, 앞의 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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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B 부분 또한 조성 체계 내에 있지 않지만 수직적으로 D♭와 A♭

가 동시에 울리는 경우가 잦은데, 이러한 5도음정은 내림 라장조의 으뜸

화음을 연상시키고, 이러한 방식 또한 전통적 어휘를 새롭게 사용하여

양면성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부분은 A 부분보다 템포가 약 두 배가량 빨라지고, 8분

음표가 기본 박동으로 사용된다. 또한 B 부분 역시 레가토로 연결되어

A와 유사하게 선율적으로 진행되지만, 다이내믹의 잦은 변화와 악센트

의 등장으로 A 부분보다 동적인 움직임을 갖는다.

선적인 성격을 갖는 A, B 부분과 대조적으로, C와 D 부분은 비

대칭적인 리듬으로 진행된다.172) 앞의 두 부분에서는 ♭ 계열의 조표가

사용되며 D♭이 주요음과 같이 기능을 하였다면, 뒤의 두 부분에서는 조

표 없이 12음이 모두 사용되어 특정한 중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또한 A

에서는 5도음정이 음악적 해결의 역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역할을 B에

서는 특정한 5도음정(D♭과A♭)이 하였다면, C와 D 부분에서는 5도음정

이 연속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이들은 독립적인 관계로 진행된다.

5도음정이 미세하게 상승하며 전개되는 C 부분으로부터 발전하

여 D 부분에서는 양손 성부의 서로 다른 5도음정이 중첩되어 주로 7화

음, 또는 3화음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A, B와 다르게 중심이 되는 음정

이나 되풀이되는 선율 등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음고가 점차

상승하거나, 수직적인 화음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전개된다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징은 A, B 부분에서 선적인 진행으로 연

172) 이 곡의 비대칭적인 리듬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I장의 2.1.4.를 참
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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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음향을 만들어내며 진행되는 성격과 C, D 부분에서 빠른 박동으

로 리듬적인 특성이 강조된 성격과 만나서 음향적 대비를 만들어낸다.

필자는 A 부분과 B 부분의 다성부적인 특징에서 대위적 기법이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어법 안에서 사용되었다는 점과, 이것이

만들어내는 음향적 색채에 주목하였다. 특히 이 곡의 A 부분은 성부들

이 주로 반진행하며 음역이 좁혀지거나 확장되고, 수직적인 소리 울림의

변화를 만들며 전개된다. 또한 리게티 작품으로서는 드물게 “con

espressione, rubato, molto legato”의 지시가 사용되었고, 쉼표를 사용하

여 프레이즈가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연주자의 다양한 해석을 요구한다.

특히 A 부분에서는 다양한 음악적 요인을 통한 아고긱적 루바토

가 형성될 수 있다. 이때 다이내믹은 전체에 걸쳐서 p 로 지시되어 있지

만, 미세한 변화를 주어서 espressione의 성격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먼저 아래의 <악보 III-76>을 보면 수평적인 성부의 음고 진행 방

향이 주로 반진행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음역이 확장 또는

축소되는데, 이때 음역의 변화를 루바토와 다이내믹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악보 III-76> 리게티, 에튀드 제16곡 A 부분의 표현

ⓒ2020 SCHOTT MUSIC, Mai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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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 부분은 성부간에 수직적으로 형성되는 특정 음정관계

와 프레이징의 표현을 위해서도 다이내믹에 미세한 변화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의 <악보 III-76>에서 장7도에서 완전5도로 진행하는 부분

은 음정관계로 인해서 음악적 긴장과 이완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음정관

계는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곡가의 의도에 맞게 미세한 다이

내믹의 변화를 통해 표현하도록 한다. 또한 쉼표로 표현된 프레이즈 외

에도 위의 <악보 III-75>에서 볼 수 있듯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D♭으

로 회귀하는 듯한 선율의 단편을 인지하고 연주하도록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C와 D 부분에서는 비대칭적인 리듬의 진행과

함께 주요 음정 재료로 사용된 5도가 중첩되며 만들어지는 다양한 음색

변화를 표현함으로써 앞의 두 부분과 대비되는 음향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먼저 C와 D 부분은 Allgero vivace와 molto vivace의 빠른 템

포로 진행되는데, 유연한 흐름으로 진행되었던 앞부분과 다르게 일관된

템포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로써 C 부분에서는 3과 2가 교차되며 진행되

는 박절 단위가 더욱 또렷하게 인지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앞부분에서 4

분음표 간격으로 선적인 성격으로 진행되었던 것과 음향적 대비를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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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77> 리게티, 에튀드 제16곡 C 부분

ⓒ2020 SCHOTT MUSIC, Mainz

한편 D 부분은 16분음표로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3, 5, 9 등의

불규칙한 단위로 악센트가 붙어서 전개되며, 수직적으로 7화음과 3화음,

완전5도 등을 이룬다. 이때 내부의 음들은 16분음표 단위로 빠르게 움직

이는데, 악센트가 붙은 음정에 짧은 페달을 사용해서 수직적으로 울리는

소리를 표현하도록 한다.173)

173) 리게티는 이 곡에서 페달의 사용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D 부분의 최종
지점에서 페달을 점차 들어 올리라는 지시가 있을 뿐만 아니라 A-C 부분에
모두 legato의 지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페달의 사용이 요구된다. A와 B 부
분에서는 선적인 진행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C 부분에서는 박절 단위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페달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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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78> 리게티, 에튀드 제16곡 D 부분

ⓒ2020 SCHOTT MUSIC, Mainz

3.2.2. 음향적 원근: 제2곡, 제4곡, 제12곡

리게티는 제2곡 ‘개방현(Cordes à vide)’과 제4곡 ‘팡파레

(Fanfares)’에서 “멀리서 들리는(lontano)”,174) “반향(eco)”, “보다 가까운

(closer)”, “멀어지는(further away)”과 같이 거리감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지시어를 사용하여 음향적 원근을 표현하였다.175)

제2곡의 마디 32 오른손에 등장한 호른의 선율에는 eco I.과 eco

II.의 지시가 사용된 것이 인상적인데, 다이내믹 또한 mp 에서 p 로 점

차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리의 반향이 점차 멀어지며 희미해지는

음색을 연상시킨 지시어이다. 이러한 선율선은 마디 37의 perdendosi까

지 점차 멀어지며 사라지는 음향을 표현한다. 이때 eco I.의 5도 음정은

174) ‘멀리서 들리는(lontano)’의 지시는 제8곡 ‘금속’의 마디 58에도 사용되었다.
175) 제2곡은 앞에서 완전5도의 음향적 소재가 형성하는 음향적 특징으로 설명
하였고, 제4곡 또한 비대칭적 리듬구조와 3화음이 만들어내는 음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본 목에서는 리게티가 구체적인 지시어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
음향적 특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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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A♭4, eco II.는 E 4-A 3 으로 음역과 음정관계에 차이가 있다. 이러

한 eco I과 II의 음향을 효과적으로 구분하여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에코의 음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음역과 음정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

음가를 조금씩 늘려서 대비를 더욱 강조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두

번째 울리는 호른 선율의 거리감을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악보 III-79> 리게티, 에튀드 제2곡 마디 34-35의 “eco”

ⓒ2020 SCHOTT MUSIC, Mainz

제4곡 ‘팡파레(Fanfares)’에도 선율 모티브에 구체적인 거리감을

나타내는 지시어가 사용되었다. 특히 마디 116-130에는 점차 가까워졌다

가 다시 멀어지는 거리감이 표현되었는데, 마디 116에는 pp 로 “멀리서

들리는(da lontano)”, 마디 119에는 p 로 “조금 멀리서 들리는(poco

meno lontano)”, 마디 123에는 mp 로 “보다 가까운(closer)”, 마디 130에

는 pp 로 “멀어지는(further away)”의 지시어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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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디 다이내믹 지시어 의미

116 pp da lontano 멀리서 들리는

119 p poco meno lontano 조금 멀리서 들리는

123 mp closer 보다 가까운

130 sub. pp further away 멀어지는

<표 III-25> 리게티, 에튀드 제4곡 마디 116-130의 음향적 원근을 나타

내는 지시어

이러한 지시를 통해 리게티가 단순히 음량의 차이뿐만 아니라 음향적 원

근이 느껴지는 입체적인 음향을 의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섬

세한 다이내믹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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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80> 리게티, 에튀드 제4곡 마디 113-132의 지시어

ⓒ2020 SCHOTT MUSIC, Mai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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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러한 선율 모티브의 음향적 원근감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

기 위해서 모티브의 상성부와 하성부의 음량에 차이를 두는 방식을 사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의 <악보 III-80>에서 볼 수 있듯이 마디 116

의 “da lontano”에서는 상성부를 강조하지 않고, 마디 119의 “poco meno

lontano”에서 더욱 선명하게 연주함으로써 가까워지는 음향적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마디 116과 130 두 부분의 음정 모티브 다이내믹은 pp 로

지시되어있다. 그러나 마디 116에서는 “da lontano”의 지시가 사용되었

고, 마디 130에서는 “further away”의 지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연주자

가 음향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두 부분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필자는 마디 130의 pp 음량이 마디 116의 pp 보다 가깝게 들려

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마디 131에서 디미누엔도가 시작되고 마

디 136의 ppppp 까지 점진적으로 작아지며 멀어져가는 소리를 의도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pp 의 다이내믹은 연주자가 실제로 구현 가

능한 음량의 스펙트럼 중에서 이미 매우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ppppp 까지 디미누엔도를 하는 것은 실제 연주에서 구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마디 130은 지시된 pp 가 아닌 p 의 음량으로 연주하고, 마디

131부터 음량을 더욱 줄여서 마디 136까지 점차 멀어져가는 음향의 효과

를 표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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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81> 리게티, 에튀드 제4곡 마디 130-136의 다이내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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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제4곡과 같이 직접적으로 원근을 표현하는 지시

어가 사용된 것 외에도 제12곡에서는 서로 다른 성부가 교차되며 공간감

을 형성한다.

제12곡 ‘교직(Entrelacs)’의 제목은 두 개의 실(또는 줄)이 서로

얽히고 꼬여있는 상태를 뜻한다. 이러한 제목이 보여주듯이 이 곡에서

성부들은 각각의 음형, 음조직, 음역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 얽힘으로서

음향적인 공간을 형성하며 전개된다.

이 곡은 16분음표를 기본 박동으로 하는 12/16박자로 왼손과 오

른손이 서로 다른 조표를 가진 온음계로 진행되는데, 서로 다른 음형, 음

조직, 음역으로 만들어진 각각의 성부들이 층을 이루며 전개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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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부층은 긴 음가의 음정으로 선율선을 연주하는 외성부와 16분음표 기

본 박동의 트레몰로 음형으로 나타나는 내성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성부간의 음향적 구분은 음형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조표를 사용한 두

개의 온음계, 음역의 차이 등으로 음향적인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음향적 공간성은 성부 간에 다이내믹의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리게티는 외성부의 선율선은 mf 로, 내성부의 트레몰

로 음형은 pp 로 매우 고르게 연주하라고 지시하였다. 따라서 배경으로

존재하는 내성부와 선명한 선율선으로 나타나는 외성부의 구분된 구조로

연주된다.

한편 리게티는 악보 상에 선율선을 물리적으로 최대한 연결하고

이를 강조하여 연주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때 “con ped.”의 지시어 또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페달의 사용을 통해 이 곡의 음향적 특징을 더욱 강

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따라서 음가가 긴 선율이 울리는 동안 트레몰

로가 선율 음정의 음향 안에서, 또는 음향적 원근이 느껴지도록 배경으

로 연주되어야 한다.

곡이 전개될수록 성부의 개수가 늘어나고, 불규칙한 박절 단위로

엇갈리면서 진행되어서 음향적 공간성의 표현이 더욱 극대화되는데, 리

게티는 상세한 다이내믹 표기를 통해 이러한 의도를 부각시킨다. 예를

들어 마디 22에서 “악센트는 항상 두드러지게, 그리고 배경(background)

은 언제나 이보다 조용히 연주”하라고 하였는데, 마디 22-34에는 악보

상 표기된 악센트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의 악센트는 추가된 성

부의 음들을 가리킨 것으로 이를 더욱 강조하여 연주하고, 나머지 16분

음표 음형은 줄여서 연주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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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82> 리게티, 에튀드 제12곡 마디 22-24의 악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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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그는 마디 31에도 악센트는 mf, 배경은 pp 로 연주하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마디 65부터는 오른손의 음량을 왼손 보다 크게 연

주하고, 마디 72부터 양손의 음량적 밸런스를 점차적으로 같은 단계로

조정하라고 지시하는 등 성부간의 다이내믹을 세심히 고려하여 표기하였

는데, 이러한 지시는 성부층이 형성하는 음향의 입체적인 공간성을 구현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3.2.3. 선적 중첩과 모방: 제9곡, 제15곡, 제17곡, 제18곡

제9곡 ‘현기증(Vertige)’은 B4에서 A♭3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반음계의 선들이 중첩되고 교차되며 연속적으로 하행하는 음향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반음계의 선들은 마디선을 넘어 시간 개념 없이 수평적

으로 진행하며, 성부가 추가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더욱 두꺼운 층의 음

향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진행방식은 앞서 개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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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바와 같이 전자음향에서 얻은 계속되는 음향에서 얻은 아이디어라

고 볼 수 있다.

<악보 III-83> 리게티, 에튀드 제9곡 마디 1-3

ⓒ2020 SCHOTT MUSIC, Mainz

이렇듯 이 곡의 ‘현기증’이라는 제목은 성부가 추가되면서 두꺼

운 텍스처로 하행하는 반음계가 끝없이 계속되는 듯 들리는 효과를 통해

청자와 연주자의 귀를 어지럽히는 음향적 특징을 잘 드러낸다. 또한 반

음계의 선이 등장하는 시점이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러한 선의 중

첩으로 인해서 수직적으로 만들어지는 화음 덩어리의 음색이 변화하며

진행된다.

리게티는 이 곡의 연주해설에서 매우 빠른 개별 음들이 녹아서

연속된 선을 이루며 박절 개념 없이 계속되는 흐름으로 진행된다고 하였

다. 또한 반음계의 선들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오는 파도와 같이 서로

만나고 부서지며 서로 불규칙하게 겹쳐진다고 하였다.176) 이러한 설명은

모두 리게티가 의도한 마디선 없이 연속되는 음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

사한 것으로, 연주자의 음향적 표현에 도움을 준다.

176) G. Ligeti, Études pour P iano, Deuxième livr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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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하행하는 반음계의 음형에 <악보 III-84>에서 제시

한 바와 같이 미세하게 다이내믹을 더하면 연속적인 성부의 중첩을 나타

낼 수 있고, 하행하는 반음계 선의 방향성과 흐름 또한 강조하여 음향의

표현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이때 ppp 의 다이내믹으로 유지되어야하기

때문에, crescendo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매우 섬세하게 표현해야하

고, 최상성부를 제외한 다른 성부는 최대한 여리게 유지해야한다. 또한

녹아서 연속된 선을 이루는 음향의 표현을 위해서 반음계 음형의 첫 음

(B3)을 작게 연주하여 새로 추가되는 성부가 두드러지지 않도록 한다.

<악보 III-84> 리게티 에튀드 제9곡 마디 1-3 음향의 표현

ⓒ2020 SCHOTT MUSIC, Mainz

제15곡 ‘흰색 위의 흰색(White on White)’은 제목을 통해 흰 건

반으로만 울리는 소리 울림의 음향 자체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곡

은 앞에서 폴리리듬이 사용된 B 부분(마디 16-48)을 중심으로 설명하였

는데, A 부분인 마디 1-15은 모방 기법을 통해 두 성부의 중첩으로 음

향이 형성된다. 또한 2분음표의 기본 박동이 안단테(Andante)의 템포로,

전체에 걸쳐서 sempre p 로 지시되어 다이내믹의 변화 없이 진행된다.



- 198 -

이때 왼손 성부가 오른손 성부를 2분음표 하나 차이로 모방하며

수평적인 두 개의 선을 이루며 진행되는데, 양손의 음정들이 중첩되어

수직적으로 2도와 2도가 전위된 7도, 그리고 9도가 포함되는 화음을 이

룬다. 예를 들어 마디 1의 음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2도와 7도로 이루어

져있다.

<악보 III-85> 리게티, 에튀드 제15곡 마디 1의 수직적 음정 관계

ⓒ2020 SCHOTT MUSIC, Mainz

이러한 2도와 7도의 음정들은 서로 부딪히는 음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느린 템포와 만나서 미세한 음색의 변화를 만들며 전개되

고, 이 곡에 지시된 부드러운(tenerezza) 소리 울림을 만들어낸다. 또한

왼손과 오른손이 각각 하나의 프레이즈로 연결되어 있고 p 의 다이내믹

으로 변함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연주자 또한 수평적인 선의 연결과 흰

건반으로만 연주되는 소리의 울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음고의 움직임이나 음형에 따른 불필요한 다이내믹이나 프레이즈의 표현

을 엄격하게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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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곡 ‘숨차게(À bout de souffle)’는 왼손이 오른손을 한 옥타

브 아래에서 8분음표 하나 차이로 모방하는 A 부분과, 오른손이 왼손을

한 옥타브 위에서 8분음표 두 개 차이로 모방하는 B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A 부분에서는 모방 기법으로 인해서 각 성부의 악센트가 8분음

표 하나 차이로 교차되는데, 이러한 시간적 균열은 빠른 템포와 만나서

숨이 차는 듯한 긴장감을 부여한다.

<악보 III-86> 리게티, 에튀드 제17곡의 A 부분

ⓒ2020 SCHOTT MUSIC, Mainz

또한 A 부분에서 수직적으로 중첩되는 각각의 음정 또는 화음을

악보 상에 색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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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87> 리게티, 에튀드 제17곡 A 부분의 음색 변화

ⓒ2020 SCHOTT MUSIC, Mainz

위의 <악보 III-87>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성부가 모방으로 인해

중첩되어 7도와 2도, 감5도 등의 다양한 음정을 형성하다가, 간헐적으로

악센트가 붙은 음정이 추가되며 총 세 개의 음이 화음을 이룬다. 자세히

살펴보면 오른손의 첫 악센트의 시점에는 3음이 최저음으로 전위된 형태

인 증3화음이, 왼손의 첫 악센트 시점에는 증5도에 한 옥타브 위의 6음

이 부가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오른손의 두 번째 악센트는 장7도에

증4도가 끼어있고, 왼손의 두 번째 악센트는 옥타브에 증4도가 끼어있으

며, 오른손의 세 번째 악센트는 앞서 제시된 증3화음과 마찬가지로 3음

이 베이스에 자리한 감3화음, 왼손의 세 번째 악센트는 오른손 두 번째

악센트와 같이 장7도에 증4도가 끼어있는데, 4도의 A4음이 최저음으로

전위된 형태이다.

한편 B 부분은 오른손이 왼손을 8분음표 두 개의 시간차를 두고

모방하며 시작한다. 이때 음역과 다이내믹의 전환을 통해서 A 부분과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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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88> 리게티, 에튀드 제17곡 B 부분의 시작

ⓒ2020 SCHOTT MUSIC, Mainz

또한 이 부분에서는 양손이 모두 8분음표의 박동으로 진행되다가 아래

<악보 III-89>에서 볼 수 있듯이 오른손에 긴 음가로 선율을 형성하는

성부가 제시된다. 이때 선율에는 긴장이 완화되는 의미를 갖는 “in

rilievo”와 “cantabile”의 지시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지시는 이 부분

에서 긴장이 이완된 선율적인 표현을 요구한다. 또한 앞서 제시된 A 부

분에서 악센트가 교차되며 긴장감 있게 진행되었던 모방의 텍스처와 대

비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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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III-89> 리게티, 에튀드 제17곡 B 부분의 선율

ⓒ2020 SCHOTT MUSIC, Mainz

이때 왼손은 연속하는 음정들을 피아니시모의 매우 작은 다이내

믹으로 연주한다. 이때 “색깔 없이 그림자(senza colore, only a shadow)

로 연주”하라는 지시는 왼손을 그림자에 비유한 것으로 두 성부의 음색

의 대비를 나타낸다. 왼손의 음형은 음정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을 때

색깔이 없는 그림자와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이 시작할

때 리게티는 언제나 레가토(sempre legato)로 연주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때 왼손의 상성부를 레가토 하는 경우에는 음정이 더욱 인지되는 효과

가 있기 때문에 두 성부 중 아래 성부만 레가토 하는 방식으로 더욱 불

분명한 음향을 표현할 수 있다.

이 곡에서 리게티는 소프트페달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

는데, 두 번째 부분의 시작에는 “una corda”의 지시가 양손 성부에 각각

따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긴 선율이 등장하는 이 부분에서는 오른손

성부에만 소프트페달을 사용하지 말라고(tre corde) 하였다. 이러한 구체

적인 지시는 선율의 등장을 더욱 또렷하게 표현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 동시에 그림자와 같은 왼손의 음향을 표현해야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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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 선율이 등장할 때만 소프트페달을 들어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면

양손의 음색 대비를 더욱 강조할 수 있다.

<악보 III-90> 리게티, 에튀드 제17곡 B 부분의 소프트페달

ⓒ2020 SCHOTT MUSIC, Mai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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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긴 음가를 가지는 오른손의 선율은 에스프레시보(espressivo)

의 지시어가 사용된 8분음표의 음형으로 해체되는 변화를 거치는데, 이

후에는 첫 번째 부분의 기계적인 성격으로 회귀하는 듯이 왼손이 오른손

을 모방한다.

<악보 III-91> 리게티 에튀드 제17곡 B 부분의 해체된 선율과 기계적 성

격으로의 회귀

ⓒ2020 SCHOTT MUSIC, Mai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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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곡 ‘캐논(Canon)’은 모방과 중첩이 음향을 표현하기 위한 기

법으로 사용되었는데, 캐논으로 왼손이 오른손을 8분음표 두 개 차이로

모방한다. 모방 기법으로 인해서 완전5도를 비롯한 2도, 3도, 6도 등 다

양한 음정이 중첩되는데, 수직적으로 중첩된 음정은 완전5도, 장7화음,

단7화음 등으로 울리며 그 음색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며 전개된다.177)

<악보 III-92> 리게티, 에튀드 제18곡의 중첩된 음정

ⓒ2020 SCHOTT MUSIC, Mainz

이렇게 만들어지는 화음의 음색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템

포의 조절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곡은 메트로놈 템포 표기가

없고 도돌이표를 가지며 반복될 때 템포의 변동을 갖는데, 이러한 템포

에 대한 리게티의 상세한 지시어가 특징이다.

177) 이 곡에서 음향을 만들어내는 캐논의 기법적 특징과, 음향의 소재가 되는
음정 및 화음은 서양 음악에서 사용된 전통적 어휘라고 볼 수 있는데, 리게
티는 이들을 새로운 어법 안에서 재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음향적인 재발견
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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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로 연주될 때에는 비바체 포코 루바토(vivace poco

rubato)로, 리게티는 악보에 “연주가 어려운 경우 기계가 간혹 흔들리듯

이(the “machine” occasionally falters) 템포의 변동을 가질 수 있다”178)

라고 썼다. 그리고 이를 반복하여 두 번째로 연주할 때에는 프레스티시

모(Prestissimo)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템포 변동을 갖고 가능한 보

다 더 빠른 템포(If possible an even tempo “faster than is possible”)로

연주”하라고 지시하였다.179) 리게티가 지시한 바와 같이 첫 번째로 연주

될 때에는 단순히 빠른 템포 보다는 시간적인 유연성을 가지며 연주하면

캐논이 형성하는 화음과, 이들이 가진 개별적인 음색이 구별되어 들릴

수 있다. 나아가 두 번째로 연주할 때에는 수직적인 울림의 색채를 보여

주기 보다는 최대한 빠른 템포로 연주하여 다양한 화음의 중첩을 통한

하나의 음향 덩어리를 형성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템포의 조

절을 통해서 음색의 변화가 다양한 결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템포 뿐만 아니라, 8분음표의 음가만을 사용한 지속적인 진행과

극단적인 다이내믹의 표현은 자동피아노의 캐논에서와 같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복잡하게 진행되는 기계적인 성격을 나타내고자 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180) 다이내믹 지시로는 ff 와 p 의 대조를 반복하여

사용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러한 다이내믹의 표현은 서로 다른 성부가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주고, 마지막 부분의 극단적인 다이내믹

178) György Ligeti, Études pour P iano, Troisième livre (Mainz: Schott,
2005), 22.

179) G. Ligeti, Études pour P iano, Troisième livre, 22.
180) 또한 템포에 대한 지시에서 연주자에게 기계와 같은 템포로 연주하라는
한계를 요구하는 점에서, 이러한 의도는 기교의 연마를 위한 에튀드라는 장
르의 성격과 부합되는 측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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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음향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장

치로서 역할을 한다.

<악보 III-93> 리게티, 에튀드 제18곡의 극단적인 다이내믹

ⓒ2020 SCHOTT MUSIC, Mai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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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논문은 리게티의 《피아노 에튀드》에 나타난 다양한 양식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악곡을 분석하고 연주법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이에, 리듬과 음향적 특징을 토대로 《피아노 에튀드》 전 3권을

분류하여 살펴봄으로써 리게티의 후기 작품 세계를 보다 심도 있게 들여

다보았다. 또한 이를 토대로 연주자의 관점에서 그의 《피아노 에튀드》

에 나타난 실험적 기법과 다양한 시도를 이해하고, 이상적인 연주로 이

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리게티의 후기 음악세계에서 나타난 음악적인 다양성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는 음악 양식과, 수학·과학적 영역과 같은 음악 외의 분야

에 대한 관심과 탐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유년기에 접한 동유럽 민속

음악과 서방으로 망명 후 접한 전자음악과 아방가르드 음악 등 동시대

작곡가들의 실험적 기법을 비롯하여 폴리포니 음악, 재즈와 대중음악, 자

동피아노 음악과, 동아시아·아프리카 음악에까지 리게티는 새로운 자극

을 흡수하고 수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1980년대는 리게티의 다양한

양식을 하나로 아우르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러한 후기 양식의 다

양성은 리게티 동시대의 음악사적 다양성의 경향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고 볼 수 있다.

리게티의 《피아노 에튀드》는 그의 후기 양식의 대표적인 작품

으로 귀결될 수 있을 만큼, 전 곡에 걸쳐서 다양한 음악적 경향을 종합

적으로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리듬과 음향적인 측면으로 분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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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다양한 시도들이 각곡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

다. 먼저 리듬적 특성 중 폴리리듬, 폴리미터, 폴리템포가 형성하는 다차

원적인 리듬 구조에 주목하였다. 박절 단위의 중첩으로 형성되는 폴리리

듬, 그리고 이것이 서로 다른 박자표 안에서 이루어지는 폴리미터, 그리

고 중첩된 성부들이 다른 속도로 진행하는 폴리템포가 에튀드 전체의 리

듬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리

듬 구조를 형성하는 또 다른 특징은 비대칭적 리듬의 사용에 있다. 비대

칭적 리듬은 2:3 또는 2와3의 조합으로 나타나며, 이는 동유럽, 라틴아메

리카와 중앙아프리카 음악의 영향이다. 이러한 비대칭적 리듬은 다층적

텍스처로 중첩되어 리듬적으로 다차원적인 폴리포니를 형성한다. 리듬의

두 번째 특징은 특정 리듬 패턴과 박절의 구조로 인한 패턴의 전개방식

이다. 이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패턴의 전개를 통해

무질서로 향하는 방향성을 형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패턴의 반복과

변화를 통해서 이것이 전체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무질

서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패턴의 전개라는 규칙을 가진다는 점에서 단

순함과 복잡함을 동시에 가진다.

한편 특정 음향을 만들어내는 소재로써 클러스터, 완전5도, 3화

음과 7화음, 온음음계 등이 있다. 클러스터는 단순한 패턴의 반복과 내부

성부의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 음색을 변화시키는 미크로폴리포니 기법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또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망-구조는 리게티의 다성

부 작법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로, 그는 에튀드에서 이를 적용하여 성부들

을 그물처럼 얽힌 상태로 전개시켰고, 이를 통해 자동피아노 음악과 같

은 극단적인 복잡성을 표현하였다. 완전5도는 수평적으로 펼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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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음향을 형성하기도 하고, 수직적으로 중첩되고 부딪히며 또

다른 음향적 색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3화음과 7화음 또한 다양한 방

식으로 결합되고 교차되면서 다채로운 음색을 만들어낸다. 서로 다른 조

표를 사용하여 두 개의 온음음계를 중첩시키는 방식은 수평적으로는 협

화, 수직적으로는 불협화의 결과로 나타나며 음색의 양면적인 성격을 보

여준다.

뿐만 아니라 음향을 만들어내는 방식 또한 다양한데, 본 논문에

서는 음색의 대비, 음향적 원근, 선적 중첩과 모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

았다. 특정 음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에코와 같은 음향 효과를 형성

하기도 하고, 박절 단위의 유무에 따라 서로 대비되는 음향이 표현되기

도 한다. 또한 음향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지시어를 사용하거나,

성부 간 음형, 음조직, 음역의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음향적 공간을 만들

고 원근감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튀드에 나타난 선적 중첩과 모

방의 방식 또한 다성부 작법에 대한 리게티의 관심을 보여주는데, 반음

계의 선을 중첩시켜 전자음향 효과인 무한음계의 음향을 시도하거나, 캐

논 구조의 수직적인 중첩을 통해 다양한 색채의 음향으로 표현되기도 하

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필자는 에튀드에 다양성이 두 가지

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첫째는 음악적 소재의 다양성이다. 먼저 본 작품

에서 리게티는 민속 음악의 영향에 의한 악삭 리듬과 라멘트 모티브를

차용했는데, 이 중 악삭 리듬은 비대칭적 리듬으로 두 개 이상의 성부에

중첩되어 매우 복잡한 폴리리듬으로 나타났으며, 라멘트 모티브 또한 폴

리리듬의 기법과 아프리카 음악의 텍스처와 결합되어 나타났다.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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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법적 다양성이다. 그는 전자음악의 영향을 받아 시간 개념에서 벗

어난 음향의 진행을 이미 1960년대 미크로폴리포니 기법으로 구현한 바

있는데, 이러한 음향적 아이디어 또한 《피아노 에튀드》에서 다양한 방

식으로 창출해 냈다. 더 나아가 그는 1980년대에 접한 자동피아노 음악

과 아프리카 음악을 다차원적인 폴리포니의 작법으로 이끌어 내었다. 이

러한 다양한 양식들은 한 부분에서 리듬이나 음향적 요소로서 특정 기법

을 통해 뚜렷하게 나타나며 악곡의 특성을 결정짓기도 하지만, 몇 가지

요소들이 함께 융합되어 새로운 어법 안에서 재발견되기도 한다. 즉 한

곡을 한 가지 특징적 요소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결합됨으로써 다채로운 음악적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 또한 전 18곡에

나타나는 이러한 다양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복잡해 보이는 음악의

요소들을 분석해가는 과정은 연주자에게 무한한 해석의 가능성과 연주법

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피아노 에튀드》에 나타난 이러한 다양한 시도

가 어떻게 연주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고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첫째, 반복되는 패턴을 이해할 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패턴

이 악곡을 이루는 형성 과정을 발견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리게티의 구체적인 연주에 관한 지시를 따르되, 그가 상상한 템포나 다

이내믹이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렵게 표기된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 특히 극단적인 다이내믹 표기는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서 연

주자가 이를 상대화 시키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로, 그가 ‘내면의

귀(inner ear)’로 상상했던 다양한 음향 또는 음색을 구현하기 위해 연주

자 또한 소리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법적인 시도를 하는



- 212 -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섬세한 페달의 사용과 운지법, 아티큘레이션

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실험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에튀드라는 기술적인 기교를 강조하는 장르 안에서,

리게티의 음악세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작곡가가 의도한 음향적 가능성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985년에서 2001년에 걸쳐 작곡된 리게

티의 《피아노 에튀드》 전 18곡은 이미 크고 작은 콩쿠르와 연주회에서

주요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본 논문는 에튀드 전 3권에 대한

논의로서 특히 연주자들에게 작곡가의 음악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작

품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구도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작품에 드러나는 그의 음악 양식의 다양성을 토대

로 에튀드의 각곡을 살펴보고, 작곡가가 의도한 음향의 구현을 위해 이

를 연주에 적용시킨 본 논문은 연주를 위한 선행 과정으로서 하나의 이

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이 리게티 《피아노 에튀드》의

연주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 213 -

참 고 문 헌

1. 단행본

신인선. “리게티.”『20세기 작곡가 연구 III』. 이석원, 오희숙 책임편집:

473-569. 서울: 음악세계, 2003.

이희경.『리게티. 횡단의 음악』. 서울: 예솔, 2004.

Berry, Wallace. Musical Structure and Performanc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9.

Burge, David. Twentieth Century Piano Music. Edited by R. Larry

Todd. New York: Macmillan, 1990.

Griffiths, Paul. The Contemporary Composers: György Ligeti.

London: Robson Books, 1997.

Read, Gardner. Music Notation: A Manual of Modern Practice. New

York: Taplinger Publishing Company, 1979.

Steinitz, Richard. György Ligeti. Music of the Imagination.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2003.

Toop, Richard. György Ligeti. London: Phaidon, 1999.

2. 학술논문

김희정. “리게티의 《피아노 연습곡》제2권에 내재된 아프리카



- 214 -

폴리리듬과 역설.”『음악교수법연구』18/1 (2017): 31-54.

박유미. “20세기 후반 피아노 음악에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 경향.”

『음악이론연구』18 (2012): 42-87.

서정은. “20세기 음악에 나타난 대위의 양상들(III).” 『음악논단』32

(2014): 229-280.

신인선. “새로운 음향미학 속에서의 클러스터.” 『낭만음악』36 (1997):

31-62.

. “죄르지 리게티 작품에서의 클러스터 기법의 발전.”

『음악이론연구』4 (1999): 169-234.

오희숙. “음악적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논의.” 『음악학(音.樂.學)』8

(2001): 293.

이신우. “리게티 음악에 나타난 아프리카 음악의 영향 – 《피아노

에튀드》 제1권을 중심으로.” 『낭만음악』12/3 (2000): 33-55.

이희경. “리게티의 작곡방식.” 『음악과 민족』26 (2003): 277-295.

. “폴리리듬과 무질서의 질서 : 1980년대 리게티의 화두

:「피아노협주곡」(1985-88)을 중심으로.” 『음악과 민족』22

(2001): 70-91.

. ““차이의 반복”으로서의 리게티의 작곡 도정.” 『낭만음악』15/3

(2003): 5-52.

정혜경. “리게티 《피아노 연습곡》에서 나타나는 리듬적인 특징 및

연주 지침.” 『음악예술연구』2/2 (2012): 77-96.

Bauer, Amy. “The Other of the Exotic: Balinese Music as

Grammatical Paradigm in Ligeti's ‘Galamb Borong’.” Music



- 215 -

Analysis 27/2-3 (2008): 337-372.

. “From Pulsation to Sensation: Virtuosity and Modernism in

Ligeti’s First and Ninth Piano Études.” Contemporary Music

Review 38/3-4 (2019): 344-365.

Bouliane, Denys and Anouk Lang. “Ligeti’s Six “Études pour Piano”:

The Fine Art of Composing Using Cultural Referents.” Theory

and Practice 31 (2006), 159-161, 163-207.

Clendinning, Jane Piper. “The Pattern-Meccanico Compositions of

György Ligeti.” Perspectives of New Music 31/1 (1993):

192-234.

Drott, Eric. “The Role of Triadic Harmony in Ligeti's Recent Music.”

Music Analysis 22/3 (2003): 283-314.

Hicks, Michael. “Interval and Form in Ligeti's Continuum and

Coulée.” Perspectives of New Music 31/1 (1993): 172.-190.

Pace, Ian, “Maintaining Disorder: Some Technical and Aesthetic

Issues Involved in the Performance of Ligeti’s Etudes for

Piano.” Contemporary Music Review 31 (2012): 177-201.

Roig-Francolí, Miguel, “Harmonic and Formal Processes in Ligeti's

Net-Structure Compositions.” Music Theory Spectrum 17/2

(1995): 242-267.

Searby, Mike. “Ligeti the Postmodernist?” Tempo 199 (1997): 9-15.

Steinitz, Richard. “Music, Maths & Chaos.” The Musical Times

137/1837 (1996): 14–20.



- 216 -

. “The Dynamics of Disorder.” The Musical Times 137/1839

(1996): 7–14.

. “Weeping and Wailing.” The Musical Times. 137/1842(1996):

17-22.

Svard, Lois. “György Ligeti.” Notes 56/3 (2000): 800.

Taylor, Stephen Andrew. “Hemiola, Maximal Evenness, and Metric

Ambiguity in Late Ligeti.” Contemporary Music Review 31/2-3

(2012): 203-220.

3. 학위논문

Bauer, Amy. “Compositional Process and Parody in the Music of

György Ligeti.” Ph.D. Diss., Yale University, 1997.

Chen, Yung-jen. “Analysis and Performance Aspects of György

Ligeti’s Études pour Piano: Fanfares and Arc-en-ciel.” DMA

Diss., Ohio State University, 2007.

Damouni, Steven. “Unity in György Ligeti’s First Book of Etudes for

Piano.” DMA Diss., University of Washington, 2019.

Lefresne, Brian J. “Applications of Chaos Theory and Fractal

Geometry in the Music of György Ligeti.” M.A. Diss.,

University of Ottawa, 2005.

Talgam, Imri. “Performing Rhythmic Dissonance in Ligeti’s Études,

Book 1: A Perception-Driven Approach and Re-notation.” DMA



- 217 -

Diss.,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19.

Tsong, Mayron Kacy. “Analysis or Insparation? A Study of György

Ligeti’s “Automne a Varsovie”.” DMA Diss., Rice University,

2002.

Zheng, Qianqian. “Ligeti's Piano Etudes as a Palette of His Musical

Language.” Ph.D. Diss.,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2019.

4. 사전

“Polyrhythm.” Grove Music Online. [2020년 4월 28일 접속]. http://lps

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

/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

02205.

Bent, Margaret. “Isorhythm.” Grove Music Online. [2019년 10월 9

일 접속].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

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

-9781561592630-e-0000013950.

Burkholder, J. Peter. “Collage.” Grove Music Online. [2019년 9월 5일

접속].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

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

1592630-e-0000053083.

. “Collage in American music.” Grove Music Online. [2019년 9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13950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53083


- 218 -

월 5일 접속].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

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

781561592630-e-1002240547.

Gann, Kyle. “Nancarrow, (Samuel) Conlon.” Grove Music Online.

[2019년 9월 7일 접속].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

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

01/omo-9781561592630-e-0000019552.

Griffiths, Paul. “Ligeti, György.” in Grove Music Online. [2019년 9월

4일 접속].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

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

561592630-e-0000016642.

Harnish, David. “Gamelan.” Grove Music Online. [2019년 9월 14일 접

속].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

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

0-e-1002241217.

Kassel, Richard. “Partch, Harry.” Grove Music Online. [2019년 9월 7

일 접속].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

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

561592630-e-0000020967.

Porter, James. “Europe, traditional music of.” Grove Music Online.

[2019년 9월 4일 접속].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

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

01/omo-9781561592630-e-0000040684.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1002240547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19552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16642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1002241217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20967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40684


- 219 -

Potter, Keith. “Minimalism (USA).” Grove Music Online. [2019년 9월

6일 접속].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

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

561592630-e-1002257002.

Schnapper, Laure. “Ostinato.” Grove Music Online. [2019년 9월 6일 접

속].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

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

-e-0000020547.

Tarr, Edward H. “Fanfare.” Grove Music Online. [2020년 5월 7일 접

속].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

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

0-e-0000009285.

Tucker, Mark and Travis A. Jackson. “Jazz.” Grove Music Online.

[2019년 9월 7일 접속].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

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

01/omo-9781561592630-e-0000045011.

5. 음반

Ligeti, György. CD Liner notes, Ligeti Edition 3: Works for Piano,

trans. Annelis McVoy and David Feurzeig (Sony SK62308,

1997).

Ligeti, György. “Etude No.2, ‘Cordes à vides.’” Recorded by Fredrik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20547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45011


- 220 -

Ullén, Ligeti - The Complete P iano Music, Vol.1[CD] (Sweden:

BIS 783, 1996).

Ligeti, György. “Etude No.2, “Cordes à vides.”” Recorded by Idil

Biret, Ligeti, G.: Etudes, Books 1 and 2[CD] (Sandhausen:

Naxos 8555777, 2003).

6. 인터넷 자료

무한음계를 형상화한 스펙트로그램

https://imgur.com/gallery/R1u3Or0/comment/1431257329

[2019년 4월 14일 접속].

Ligeti on His Piano Concerto

https://en.schott-music.com/shop/konzert-no153614.html

[2019년 10월 1일 접속].

Romania: Bocet (Lament for a Dead Husband)

http://muco.alexanderstreet.com.libproxy.snu.ac.kr/View/238684

[2020년 5월 27일 접속].

7. 악보

Ligeti, György, Études pour Piano, Premier livre (Mainz: Schott,

1986).

Ligeti, György, Études pour Piano, Deuxième livre (Mainz: Schott,

http://muco.alexanderstreet.com.libproxy.snu.ac.kr/View/238684


- 221 -

1998).

Ligeti, György, Études pour Piano, Troisième livre (Mainz: Schott,

2005).



- 222 -

부록 - 연도별 건반악기 작품 목록

연 도 제 목 편 성

1941
네 개의 초기 피아노 소품집 (Four Early

P iano Pieces: Basso Ostinato)
피아노

1942 익살맞은 행진곡(Induló)
네 손을

위한 피아노

1943 폴리포니 스터디(Polifón etüd)
네 손을

위한 피아노

1947 카프리치오 1, 2 (Due capricci) 피아노

1948 인벤션(Invention) 피아노

1950-51 조각 카펫(Rag Carpet) 피아노

1951-53 무지카 리체르카타(Musica ricercata) 피아노

1953

리체르카레, 프레스코발디를

기리며(Ricercare – Omaggio a Girolamo

Frescobaldi)

오르간

1956 반음계적 환타지(Chromatische Phantasie) 피아노

1961
세 개의 바가텔(Trois Bagatelles, for David

Tudor)
피아노

1961-62 볼루미나(Volumina) 오르간

1967
오르간 연습곡 1번, “화음”(Two Studies for

Organ No. 1, “Harmonies”)
오르간

1968 콘티눔(Continuum) 쳄발로

1969
오르간연습곡 2번, “흐름”(Two Studies for

Organ No. 2, “Coulée”)
오르간



- 223 -

181) 《피아노 에튀드》의 제11곡으로 의도하여 작곡하였으나 포함시키지 않았
다. Fredrik Ullén, Liner Notes to CD BIS 783.

1976
세 개의 소품집(Three P ieces for Two

P ianos)

두 대의

피아노

1978 헝가리언 록(Hungarian Rock) 쳄발로

1978 헝가리 파사칼리아(Passacaglia ungherese) 쳄발로

1985
피아노 연습곡 제1권(Études pour piano,

P remier livre)
피아노

1985-88 피아노 협주곡(P iano Concerto)
피아노와

관현악

1988-94
피아노 연습곡 제2권(Études pour P iano,

Deuxième livre)
피아노

1994 하트브레이커 (L'arrache-coeur)181) 피아노

1995-

2001

피아노 연습곡 제3권(Études pour P iano,

Troisième livre)
피아노



- 224 -

Abstract

György Ligeti’s
Études pour Piano (1985-2001) : 

Analysis and Suggestions 
Regarding Performance

Jung Eun Yoon
Music, Piano Performa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discusses the interpretation of György Ligeti’s 
Etudes pour piano (1985-2001) from the performer’s perspective based 
on an analytical survey of the work. Three books of Ligeti’s piano 
etudes are prime examples of works that reflect his late compositional 
style and his own musical language.

Ligeti was a composer who constantly sought to establish his 
own musical style, starting from his youth in Hungary during the 
1950s, continuing his exploration of various musical styles unti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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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s when he began to establish his mature musical style. His Études 
pour Piano consists of 18 compositions in which he brought together 
his inspirations from various musical and non-musical ideas that had 
influenced him. Thus, Études pour Piano is a research subject of great 
significance.

This study will therefore briefly overview Ligeti’s musical 
language and the various musical styles that he was influenced by, 
and will attempt to demonstrate and examine how they are 
integrated into the Études pour Piano.

After giving overall structures of each etude, it takes elements 
of rhythm and sound as tools for analyzing the work. Rhythmic 
aspects include pattern-developing structures, asymmetric rhythms, 
and multi-layered rhythmic textures. In relation to sound, cluster, 
fifths, triads and seventh chords, and whole tone scales are materials 
that are looked at. Contrasts of sonorities, spatial treatment of sounds, 
overlapping of horizontal lines, and canon are techniques to create 
diversity of sound. This study also demonstrates how those elements 
appear in each of the 18 etudes.

Based on the analysis above, it will be evident that Ligeti’s 
interests and influences range from traditional folk music to electronic 
music, as well as from the player piano music to African polyphony 
that he encountered in 1980s, and that they were developed in a 
multitude of ways in his music. They are treated differentl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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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works, and some of the ideas are fused together and 
reproduce even more interesting sound effects. For performers, the 
great amount of diversity in the musical ideas in his etudes provides 
various possibilities of interpretation in performance.

Therefore, it is first of all important for performers to 
understand  pattern-developing structure, and be able to apply it to 
actual performance. In addition, a careful consideration of Ligeti’s 
indications based on a clear understanding of his musical language is 
required to realize his intention and to reinterpret then. Moreover, 
performers also need to have musical imagination and a willingness 
to experiment with performance issues in order to recreate his 
various ideas in music.

keywords : György Ligeti, Études pour Piano, Piano Etudes, 
    Performance

Student Number : 2014-3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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