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코릴리아노의 생애 및 작품 경향 
	1.1. 생애 
	1.2. 작품 세계 및 음악적 경향 
	1.3. 코릴리아노의 건반악기 작품과 20세기 건반음악에서의 위치 

	2. 복합양식 
	2.1. 출현 배경 및 개념 정의 
	2.2. 복합양식을 사용하는 20세기 미국 작곡가와 대표작품 
	2.3. 코릴리아노의 복합양식 


	Ⅲ. 작품 분석 : 코릴리아노 《피아노 협주곡》(1968)에서 나타나는 복합양식의 특징 
	1. 작품의 전반적인 특징 
	1.1. 개요 
	1.2. 악장별 구조 및 형식 
	2. 복합양식의 관점에서 본 코릴리아노의 《피아노 협주곡》 
	2.1. 전통적인 어법 
	2.1.1. 주제 운용방식 
	1) 주제변형 작법 
	2) 모방작법 

	2.1.2. 교향악적 협주곡의 영향 
	1) 관현악의 중요성 
	2) 카덴차의 기능변화 

	2.1.3. 피아노의 전통적 이디엄 

	2.2. 20세기 어법 
	2.2.1. 3화음을 토대로 한 변화화음 
	2.2.2. 수평적/수직적 클러스터 
	2.2.3. 12음기법 
	2.2.4. 피아노의 타악기적 용법 
	2.2.5. 불규칙 박절과 리듬 
	1) 변박이 표기대로 인식되는 박절 
	2) 작곡가의 표기와는 다른 박절의 형성 
	3) 액센트에 의한 불규칙 박절의 형성 




	Ⅳ. 《피아노 협주곡》의 연주자적 해석 
	1. 전통적 전개 방식에 대한 해석 
	1.1. 주제변형작법 
	1.2. 모방작법 
	2. 불규칙 박절과 리듬에 대한 해석 
	2.1. 변박이 표기대로 인식되는 박절 
	2.2. 작곡가의 표기와는 다른 박절의 형성 
	2.3. 액센트에 의한 불규칙 박절의 형성 

	3. 교향악적 협주곡의 음향 구현에 대한 해석 
	3.1. 피아노와 관현악의 음향적 균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23
Ⅰ. 서론  1
Ⅱ. 이론적 배경  7
 1. 코릴리아노의 생애 및 작품 경향  7
  1.1. 생애  7
  1.2. 작품 세계 및 음악적 경향  10
  1.3. 코릴리아노의 건반악기 작품과 20세기 건반음악에서의 위치  15
 2. 복합양식  19
  2.1. 출현 배경 및 개념 정의  19
  2.2. 복합양식을 사용하는 20세기 미국 작곡가와 대표작품  23
  2.3. 코릴리아노의 복합양식  35
Ⅲ. 작품 분석 : 코릴리아노 《피아노 협주곡》(1968)에서 나타나는 복합양식의 특징  40
 1. 작품의 전반적인 특징  40
 1.1. 개요  40
 1.2. 악장별 구조 및 형식  44
 2. 복합양식의 관점에서 본 코릴리아노의 《피아노 협주곡》  84
  2.1. 전통적인 어법  84
   2.1.1. 주제 운용방식  84
    1) 주제변형 작법  84
    2) 모방작법  120
   2.1.2. 교향악적 협주곡의 영향  128
    1) 관현악의 중요성  128
    2) 카덴차의 기능변화  143
   2.1.3. 피아노의 전통적 이디엄  146
  2.2. 20세기 어법  155
   2.2.1. 3화음을 토대로 한 변화화음  155
   2.2.2. 수평적/수직적 클러스터  162
   2.2.3. 12음기법  178
   2.2.4. 피아노의 타악기적 용법  183
   2.2.5. 불규칙 박절과 리듬  190
    1) 변박이 표기대로 인식되는 박절  191
    2) 작곡가의 표기와는 다른 박절의 형성  193
    3) 액센트에 의한 불규칙 박절의 형성  200
Ⅳ. 《피아노 협주곡》의 연주자적 해석  207
 1. 전통적 전개 방식에 대한 해석  207
  1.1. 주제변형작법  207
  1.2. 모방작법  229
  2. 불규칙 박절과 리듬에 대한 해석  236
  2.1. 변박이 표기대로 인식되는 박절  236
  2.2. 작곡가의 표기와는 다른 박절의 형성  239
  2.3. 액센트에 의한 불규칙 박절의 형성  247
 3. 교향악적 협주곡의 음향 구현에 대한 해석  249
  3.1. 피아노와 관현악의 음향적 균형  249
Ⅴ. 결론  256
참고문헌  259
Abstract  271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