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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악구체음악에 나타난

피아노 특수주법 및 음향소재의 확장

- 헬무트 라헨만(H. Lachenmann)의

《어린이 놀이》(Ein Kinderspiel)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피아노전공

문 지 원

20세기에 이르러 음의 범위를 조성 체계 밖으로도 확장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악음 외의 소음도 음소재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러한 소음주의 작곡의 산물인 ‘구체음악’의 영향을 받은 헬무트

라헨만은 구체음악의 개념을 기존의 악기영역으로 끌어옴으로써

‘기악구체음악’이라는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였다. 그는 작품 속에서

건반 측면을 손톱으로 긁거나 페달을 리드미컬하게 밟거나 떼는

등, 소음이라 여겨지는 소리를 음악에 편입시키려고 하였다. 한편,

그는 소음만을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조성적 재료도

함께 활용하였다.

본 논문은 기악구체음악을 다루며, 그 과정에서 피아노를 위한

기악구체작품인 라헨만의《어린이놀이》(Ein Kinderspiel, 198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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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 곡에도 조성적 요소가 등장하긴 하지만,

조성체계 내에서의 해석보단 음향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음향적인 다양성을 위해 음소재의 범위를 확대한 작품을 조성체계

의 논리만으로 바라본다면 작품을 온전히 해석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작품 속 소곡들은 저마다의 실험적인 면모가 보인다. 제 1곡은

피아노 88개 건반을 모두 사용한 점, 제 2곡은 페달을 리듬적으로

사용한 점, 제 3곡은 소스테누토 페달을 동반한 묵음클러스터가

등장하는 점, 제 4곡은 왼손의 흑건과 오른손의 백건이 충돌하고

엇갈리는 점, 제 5곡은 센 클러스터의 발생 후에 선택한 음향만

선별시킨 점, 제 6곡은 강한 타건 직후에 묵음을 배치시킨 점, 제

7곡은 피아노의 최상단 백건 2개만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서

라헨만의 음악적 미학과 실험적인 사고가 엿보인다.

본 논문은 구체음악과 기악구체음악에 대해 언급하고 피아노의

특수주법과 음향소재 확장에 대해 다룬다. 이 과정에서 라헨만의

《어린이놀이》에 나타난 음향적 기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작품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알아둘 피아노의

구조와 배음, 음향 등 배경 지식을 간단히 언급하면서, 연주자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연주법을 제안하는 것도 목표로 삼았다.

주요어: 기악구체음악, 라헨만, 피아노주법, 피아노음향, 연주전략

학 번: 2017-2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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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서양음악사에서 약 1600년부터 1900년까지를 ‘공통관습시대’(Common

practice period)’라고 규정하며, 이는 크게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

등으로 나뉜다. 이 시기 작품들은 대부분 조성체계라는 공통관습을 바탕

으로 작곡된 조성음악이다. 물론 각 시대마다 두드러진 음악성향이 있고

작곡가 개개인의 실험적 기법도 곳곳에 보이지만, 그 역시도 대부분은

조성이라는 익숙한 체계 내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20세기는 과학 기술이 크게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적

으로도 격동적인 변화가 두드러진 시기였다. 그 시기에는 미술, 음악 등

예술의 전 분야에서 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미술 분야에서는

19세기까지 이어진 사실주의 미학을 기반으로 하던 미술의 전통을 깨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20세기 초부터 야수파, 입체파,

표현주의, 미래파 등의 다양한 혁신적인 변화와 실험적 기조가 샘솟았다.

음악사조의 변화가 당대의 사회, 과학, 미술의 흐름과 동떨어진 채로

진행되진 않으므로 서양음악사의 흐름을 볼 때 주변 예술사조의 변화를

함께 파악하는 게 좋다. 대중에게 작품이 곧바로 전달될 수 있는 미술은

그 외의 예술영역보다 먼저 변화를 보이는 편이었다. 당대의 음악 역시

기존 전통을 답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성과 새로움을 추구하며

급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는 ‘실험의 시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혁신이 이루어졌는데, 이때를 두고 단순히 조성음악과의

단절만으로 여기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전통과의 결별은 곧 새로운 지평이 열렸음을 의미하기도 하며, 음악

개념이 기존보다 확장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때는 형식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음소재의 혁신 또한 이루어졌는데, 소음이 음악의 요소로 편입된

것은 음악가와 청중에게 꽤나 충격적인 변화였다. 서양음악 작품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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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리나 천둥소리 또는 말발굽 소리 등, 일상적인 소리를 음악 속에서

묘사하려는 시도는 이미 있었다. 다만 일상소음만 담아 음악을 구성하고

발표함으로써 독자적 장르를 확립한 것은 구체음악이 처음일 것이다.

본 논문은 20세기에 서양음악의 변화 속에서 소음주의의 영향 하에

등장한 음악장르를 살펴본다. 프랑스의 셰페르가 창시하였던 구체음악과

독일의 라헨만이 확립한 기악구체음악에 대해 살펴보고, 피아노의 특수

주법과 음향소재 확장에 대해 다룬다. 논문 전개과정에서 라헨만이 작곡

하였던 기악구체음악 작품인 피아노곡 《어린이놀이》(Ein Kinderspiel,

1980)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본 곡을 연주자적 관점에서 연구하여

효율적인 연주를 돕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과정에서 작곡기법을 세세히 분석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연주자적

관점에서 보이는 기법이나 연주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또한

피아노의 악기 구조와 배음 등, 음향적 특징 등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

할 것이다. 악보 상에 축약되어있는 정보를 악기 연주를 통해 실재하는

소리로 잘 풀어내려면 전달자 역할의 연주자는 작곡가가 의도한 소리를

유추하고 다룰 악기의 특성도 파악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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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구체음악과 기악구체음악

1. 1. 구체음악의 역사 및 특징

구체음악은 프랑스어로 ‘뮤직 콩크레떼’(musique concrète)이며, ‘구상

음악’ 혹은 ‘테이프음악’(tape music)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철도

연습곡》(Étude aux chemins de fer, 1948)’의 작곡가로서 알려진 프랑스

방송국의 음향 엔지니어인 피에르 셰페르(Pierre Henri Marie Schaeffer,

1910-1995)에 의해서 1948년부터 시도되고 명명된 한 종류의 음악이다.

구체음악은 사람의 목소리 또는 기계소음 등 일상 속의 다양한 자연적

소리를 녹음하고 결합한 것이다.1)

앞서,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은 《전원교향곡》

(Pastoral Symphony, 1808)이라 알려진 《교향곡 6번》2)에서 새소리3)나

천둥소리4)를 묘사하였고, 베를리오즈(Hector Berlioz, 1803-1869) 역시

《환상교향곡》(Symphonie fantastique, 1830)에서 단두대가 떨어지는

소리를 표현하는 등, 일상적인 소리를 음악 속에서 묘사하려는 시도는

1) ‘musique concrète’. Oxford English Dictionary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2021.11.19. 접속 www.oed.com.libproxy.snu.ac.kr/view/Entry/124143

2) 베토벤의 교향곡 중에 유일하게 작곡가가 표제를 직접 붙인 작품이다. 5악장

구성이며. 곡명과 각 악장에 묘사적 표제가 달려있다.

3) 제 2악장인 ‘시냇가의 정경’(Szene am Bach)에서 자주 등장하는 트릴은 새

울음소리를 묘사한 것으로, 그 내용이 코다의 주석에 명시되어있다.

4) 제 4악장인 ‘뇌우, 폭풍’(Gewitter, Sturm)의 저음부에 천둥을 묘사하는 듯한

트레몰로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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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존재했다. 그렇지만 일상소음 자체를 소재로 삼고 녹음 및 재조합

하여 음악을 구성하여 발표한 것은 구체음악만의 분명한 특징이다.

셰페르는 당시 일상 속의 자연적, 인공적 소음을 녹음하고 전자장치를

통해 변화시킨 소리를 테이프에 담아서 발표했다. 이러한 유례 때문에

구체음악을 ‘테이프음악’(tape music)이라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인 추상

음악과 구체음악의 차이점은 그들의 작곡 및 표현 과정에서 두드러진다.

일반적인 추상음악은 개념의 구상, 악보상의 표현, 악기 연주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반면, 구체음악은 일반적 기보법의 도움 없이 실재하던

기존의 소리 재료를 활용하여 실험적으로 조작하면서 작곡된다.5)

구체음악을 만들 때는 다양한 음향을 테이프에 녹음하고 그 소리를

기계적으로 조작 또는 조합하여 음악작품을 만든다. 그 작곡과정을 보면

녹음된 음향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된다. 소리의 역순 재생, 음길이의

축약이나 확장, 음높이와 강도의 변화 등 여러 실험적 조작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시간적 요소를 조작하는 ‘속도의 변화’, 시간을 고립시키고

원래 소리의 주파수를 높이거나 낮추는 ‘치환’ 등의 방법이 활용된다.6)

[표 1] 구체음악의 편집방식7)

조작 기법 효과

반복 반복되는 패턴이나 루프 생성

수축 소리의 시간을 수축하기

확장 소리의 시간을 확장하기

연주방향 바꾸기 거꾸로 재생하는 등, 흐름 바꾸기

필터링 소리를 여과시켜 원하는 음향을 추출함

치환 원래 소리의 주파수를 높이거나 낮춤

5) Pierre Schaeffer, In Search of a Concrete Music, Translated by Christine

North, John Dack,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2). 25.

6) Daniel Teruggi, 김진호, “음향, 역사, 기술 그리고 철학으로서의 구체음악,”

(에밀레: 한국전자음악협회저널(2), 2002). 266.

7) 위의 글. 세계적인 구체음악 작곡가이자 이론가인 다니엘 떼루기(Daniel

Teruggi, 1952- )의 구체음악 강의를 정리한 강의록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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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은 무형의 음악에 형체를 부여하고, 특정 시공간에 유일무이하게

존재하던 음악을 시공간적 제약 없이 향유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또한

반복청취가 가능하게 하여 지나치기 쉬운 소리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소리의 조작을 통해 음악을 다양하게 재창조할 수

있게끔 하였다.8) 이러한 맥락에서, 라디오 방송국의 음향장비를 다루던

셰페르가 구체음악의 선구자가 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을 것이다.

구체음악을 두고서, 종전의 음악이나 관습으로부터의 회피에서 서서히

발생된 것이라 보기도 한다. 그 변화의 기원을 아주 멀게는 낭만주의의

종말과 인상주의의 발생부터 짚어볼 수도 있겠다. 20세기 당시에 온갖

새로운 문명과 다양한 예술적 시도가 이루어졌고, 파리는 그 중심이었다.

당시에 프랑스 태생의 미국 작곡가인 바레즈(Edgar Varese, 1883-1965)

는 프랑스 작곡가인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18)의 음향실험에

주목하고, 소리의 물리-음향적인 토대에도 큰 흥미를 보였다.9) 이러한

관심은 향후 미래파 운동에 대한 관심으로도 자연스레 이어진다.

《목신의 오후 전주곡》(Prélude à l'après midi d'un faune, 1894)의

작곡가로 유명한 드뷔시는 1889년 파리의 만국박람회에서 동양의 문물을

접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악인 가믈란(Javanese

Gamelan)에 큰 흥미를 느꼈다. 가믈란을 접하며 한 옥타브를 다섯으로

균등하게 나눈 5음계를 경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온음음계(whole tone

scale)라는 개념을 확립하여 그의 음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가믈란 음악이 끼친 영향을 드뷔시의 온음음계 정도로만 인지하는 것은

피상적이며, 당시 작곡가들로 하여금 독특하고 낯선 뉘앙스나 사운드에

흥미를 갖고 새로운 소리에 대해 사유하게끔 한 것을 알 필요가 있다.10)

8) 이희경, 『메트로폴리스의 소리들: 빈·파리·베를린·뉴욕, 20세기 대도시를 가

로지르는 현대음악의 풍경』 (서울: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5). 132.

9) 이희경, “새로운 '소리'를 찾아서: 바레즈를 통해 본 20세기 음악의 경계들,”

낭만음악(68), (2005).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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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음악과의 깊은 연관성은 제1차 세계대전 쯤에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미래파 운동의 여파인 소음주의(Bruitismus)에 있다고 보는 경향

이 대부분이다. 이집트 태생 이탈리아 시인 마리네티(Filippo Tommaso

Emilio Marinetti, 1876-1944)가 1909년 2월 20일, 프랑스의 주요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 1면에 발표한 <미래주의 선언>11)이 미래파의

출범인데, 당시 과거의 관습에 저항하며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찬미하고

동시대 기계문명을 치켜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그가 주도한 종합적 아방

가르드12) 예술운동인 미래파 운동은 당시 보치오니(Umberto Boccioni,

1882-1916), 카라(Carlo Carrà, 1881-1966), 루솔로(Luigi Carlo Filippo

Russolo, 1883-1947) 등의 동조를 얻고 전 예술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다.

소음주의는 악음(樂音, tone)과 구별되던 소음(騷音, noise)을 악곡에

의도적으로 삽입하고 활용하려던 경향을 가리킨다. 소음주의라는 용어는

종종 타악이나 기계소리를 시사하는 전자음악에서 매우 흔히 사용된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앞서 언급한 이탈리아의 미래파 화가이자 음악가인

루이지 루솔로가 있다. 그는 당대 아방가르드 미술 사조에 영감을 받고

친구였던 미래파 작곡가 프라텔라(Francesco Balilla Pratella, 1880-1955)

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으로 <소음의 예술>(L'arte dei Rumori)13)이라는

선언문을 1913년에 발표한다. 루솔로는 선언문에서 소리와 소음을 같은

층위에 놓고 차별 없이 대했는데, 이러한 음악미학은 다른 음악가에게도

영향을 주었으며 구체음악과 현대 전자음악의 이론적 근간이 되었다.

10) 위의 글. 156-157.

11) 새로운 문명, 격렬함, 속도, 격한 움직임을 새로운 미적 지향점으로 삼았다.

12) 프랑스군 역사에서 유래한 용어로, 주력군을 위한 길을 개척하는 전진군을

뜻하는 용어였다. 어느 한 시기에 전 예술 분야에서 기존 전통으로부터 진보적

으로 이탈한 개척자나 혁신가로서의 예술가들, 또는 그러한 속성을 가리킨다.

13) 물리적 측면에서 소리(sound)와 소음(noise)은 아무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

다. 또한, 불연속적 체계인 평균율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반음, 온음 안에도 무

수히 많은 소리가 있음을 언급하며 화성적인 연속성을 강조하였다. 그의 음악미

학이 담긴 이 선언은 1916년 단행본 형태로 출간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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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소음발생기라는 뜻의 실험적 악기인 인토나루모리(Intonarumori)

를 발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녹음된 연주의 일부만이 남아있고 악기와

작품은 모두 소실되었으며, 그의 음악적인 이론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에야 구체음악의 발전과 존 케이지(John Cage, 1912-1992)의 음향포괄적

미학과 함께 비로소 충분히 이해되었다.14)

[그림 1] 루솔로의 ‘인토나루모니’(Intonarumori)15)

구체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창시자인 쉐페르 외에도 프랑스의

올리비에 메시앙(Olivier Messiaen, 1908-1992)과 독일의 칼하인츠 슈톡

하우젠(Karlheinz Stockhausen, 1928-2007) 등이 있다. 메시앙의 제자인

피에르 앙리(Pierre Henry, 1927-2017)가 셰페르와 프랑스의 방송국 내

에 구체음악 스튜디오를 개설한 것을 필두로 메시앙, 피에르 불레즈

(Pierre Boulez, 1925-2016) 등 여러 현대음악 작곡가들이 구체음악 실험

에 적극 참여하였다.

14) Flora Dennis. ‘Russolo, Luigi,’ Grove Music Online. 2021. 11. 19. 접속.

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9

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24174

15) 이희경, “새로운 '소리'를 찾아서: 바레즈를 통해 본 20세기 음악의 경계들,”

『낭만음악』(68), (2005).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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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톡하우젠도 이런 영향 하에 전자음악을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슈톡하우젠, 불레즈, 브루노 마데르나(Bruno Maderna, 1920-1973)는

1958년 경 루이지 노노(Luigi Nono, 1924-1990)가 창설한 ‘다름슈타트

학파’(Darmstadt School)16)를 언급할 때 함께 논의되고는 한다. 노노는

라헨만의 스승으로도 알려져있다.

구체음악을 이후 1950년대 독일에서 나타난 전자음악의 시발점으로도

보기도 하지만, 협소적 의미에서의 독일 전자음악과는 음소재가 다름을

유의해야한다. 구체음악은 무언가를 긁는 소리, 사람의 말소리, 발소리,

동물 울음소리 등, 일상 속에서 들을 수 있고 실재하는 구체적인 소리를

음소재로 삼는다. 이에 반해, 협소적 의미에서의 전자음악은 전자적으로

생성된 전자음을 음소재로 활용하는 것이 구별점이다. 그럼에도 서로가

전적으로 대치되는 것은 아니며, 양측을 넓은 의미의 전자음악으로 총칭

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용어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

구체음악의 대표작은 셰페르의 《철도 에튀드》(Étude aux Chemins

De Fer, 1948)’가 있으며, 이는 《소음 에튀드》(Études de bruits, 1948)

의 첫 번째 작품이다. 소음 콜라주인 이 곡은 기차역에서의 여러 소음을

녹음하고 재조합하여 하나의 음악 작품으로 만든 것이다. 일상 속에서

열차가 오는 소리는 열차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본 작품에서는 열차 소리가 이러한 기능이 배제된 채로 음향소재로써만

사용된다. 이렇듯, 악음이 아닌 소음을 적극 활용하여 작품화시킨 것은

셰페르 본인이 좇던 미학적 관념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16) 매해 다름슈타트에서 열리던 음악세미나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당시에 다름

슈타트에서 작곡되고 교류되던 음악경향을 일컫는 의미로 쓰인다.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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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기악구체음악의 역사 및 특징

셰페르가 창시했던 구체음악이 세상에 나온 뒤, 이를 재해석하여 악기

에서 구현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를 ‘기악구체음악(musique concrète

instrumentale)’이라 한다. 이는 독일의 작곡가인 헬무트 라헨만(Helmut

Lachenmann, 1935- )이 1960년대 말 경에 시도했던 장르이다. 라헨만의

생애와 음악적인 특징은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구체음악은 구체적 소음을 녹음하고 조작하여 그 소리를 출력장치를

통해 들려주는 것인 반면에, 기악구체음악은 악기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기계적 조작 없이 들려준다. 다만, 기존의 음악과 다른 점은 종전의 관습

에서 벗어난 소음과 같은 소리도 음향소재로 적극 활용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피아노 건반 측면을 손톱으로 긁거나17) 활로 첼로를 때리는18)

등의 소리가 기악구체음악에서는 음향적 소재로 쓰인다. 그동안 악음과

소음으로 구분되던 소리가 기악구체음악에서는 모두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음향소재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20세기의 음악사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돌아보면, 조성음악의 해체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진 아놀드 쇤베르크(Arnold Schoenberg, 1874-1951)

가 조성을 탈피하고자 12개의 음을 동등하게 사용하려고 한 12음기법의

확립과 음렬음악이 당대의 작곡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쇤베르크는

제자인 안톤 베베른(Anton von Webern, 1883-1945), 알반 베르크(Alban

Maria Johannes Berg, 1885-1935)와 함께 ‘제2 빈 악파’를 창설하고서

음렬주의(Serialism) 음악을 작곡하였다. 음렬주의는 이후 메시앙, 불레즈

등의 다른 작곡가들에 의해 총렬주의 음악로 계승되었다.

17) 피아노를 위한 기악구체음악 작품인 《구에로》(Guero, 1969, 1988)에 등장

하는 특수주법이다.

18) 첼로를 위한 기악구체음악 작품인 《프레시온》(Pression, 1970)에 등장하는

특수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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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렬주의(Total Serialism) 음악은 음고, 음가, 강세, 빠르기, 음색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조직화하여 다루는 것이다. 12음기법에서 음고를

대하는 방식을 다양한 음악적 요소에 확대하여 적용한 것으로, 이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하였다. 그 시작은 메시앙의 《음가와 강세의

모드》(Modes de valeurs et d'intensites, 1949)로부터 비롯되었다.

메시앙의 제자인 불레즈와 슈톡하우젠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전자음악

및 구체음악을 구사했다. 그들은 셰페르가 창시한 구체음악을 보다 발전

시키면서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그 중에서도 구체음악의 대표작으로는

슈톡하우젠의 《소년의 노래》(Gesang der Jünglinge, 1956)이 있다.

이러한 음악사적 흐름은 소음을 음소재로 활용한 구체음악의 개념을

전통적인 악기로 끌어온 ‘기악구체음악’으로 이어지며, 그 대표작으로는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를 위한 작품 《알레그로 소스테누토》(Allegro

sostenuto. 1986-88)등이 있다.

라헨만의 기악구체음악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행위’로서의 연주라는

개념에 집중한다.19) 또한 시각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20) 첼로 연주자를 위한 기악구체음악인

《프레시온》(Pression, 1970)의 악보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그림을 통해

연주행위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내리며, 이러한 연주행위를 악보 등으로

가리지 말라는 것 또한 서문에 명시해두었다.

작곡가는 《프레시온》의 서문에서 전통적인 기보법이 아닌 방식의

표기는 소리가 아닌 연주자의 행동, 손의 위치나 동작 등을 나타낸다고

명시하였다. 비전통적인 기보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아래

악보에서 악기에서 멀어지는 방식을 상세히 지시하는 등, 비전통적 기보

방식을 통한 구체적인 연주행위 지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 서정은, “헬무트 락헨만의 ‘기악적 구체음악’ (musique concrète

instrumentale)과 그 음악사적ㆍ미학적 해석,” 『서양음악학』11(3), (2008). 96.

20) 위의 글.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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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악보에서 작곡가는 활털과 활대를 활용하는 등의 연주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첼로의 친숙한 소리가

다양한 음향 가능성의 하나에 불과하며, 악기의 몸통과 줄받침 위아래로

활을 긋거나 활로 매우 센 압력을 가하는 등의 비관습적인 주법을 통한

낯선 음향이 빈번하게 등장한다.21)

[악보 1] 라헨만《프레시온》(Pression)의 일부

또한, 피아노를 위한 기악구체작품 《구에로》(Guero, 1969, 1988)에선

기존의 타건 방식을 통한 일반적인 피아노 소리를 철저히 배제하였으며

건반 위나 사이의 틈 또는 현과 조율핀 등, 종전의 연주관습에서 다루지

않던 부분을 긁거나 튕기게끔 되어있다.22) 아래 악보에서 음표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주자가 조작해야 할 부분을 가리키고 있다.

[악보 2] 라헨만《구에로》(Guero)의 일부

21) 위의 글. 79.

22) 위의 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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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전의 연주관습에선 음악과 무관한 소음으로만 인지되는 소리

인데, 라헨만은 악기를 통해서 악음이 아닌 소음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나아가 악음을 적절히 조합하여 소음처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전

까지의 기악음악 작품에서 사용되던 소리는 악음에 한정된 것이었다면,

기악구체음악에서는 악음뿐만 아니라 소음이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되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는 소리에 대해 오래도록 지속되던

관습적 개념을 벗어난 것이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오랜 전통적 체계를

탈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만 기악구체음악이 구체음악의 모든 특징을 지니진 않는다. 전자적

가공을 거친 소리를 스피커로 출력하는 점과 창작, 작곡, 실현 모두 전적

으로 작곡가의 몫인 것 등은 구체음악 만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23) 즉,

기악구체음악은 구체음악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음향

소재나 실현과정 등에서는 어느 정도 명확히 구별되는 차이점을 보인다.

23) 위의 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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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헨만의 《어린이놀이》(Ein Kinderspiel) 연구

2. 1. 라헨만의 생애 및 작품

헬무트 라헨만은 독일 남부의 슈투트가르트 태생 작곡가로, ‘기악구체

음악’이라는 장르를 확립한 사람이다. 1935년 태생인 그는 유년시절부터

교회 합창단원 활동을 하거나 작곡공부를 하는 등 음악에 일찍이 발을

들였다. 1955년부터 슈투트가르트 음악대학 (Staatliche Hochschule für

Musik Stuttgart)에서 수학한 그는 위르겐 우데 (Jürgen Uhde)로부터는

피아노를, 요한 네포묵 다비드(Johann Nepomuk David)로부터는 작곡

및 이론을 배웠다.

슈투트가르트 음악대학을 다니고 있던 1957년쯤에는 다름슈타트에서

열린 국제 현대음악강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전까지는 비교적 조성

적인 작품들도 많이 다루던 그였지만, 당대 새로운 음악을 주제로 삼아

개최되었던 음악제나 학회를 거치면서 그는 신경향의 음악과 실험정신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당대 음악제나 학회는 신경향 음악가들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만남의

장이었다. 그 중에서도 독일 남부에서 열린 ‘도나우에슁엔 음악제’(Die

Donaueschingen Musiktage)와 독일 중남부에서 개최되었던 ‘다름슈타트

국제 하계 현대음악강좌’24) (Internationale Ferienkurse für Neue Musik

Darmstadt)가 대표적이다.25)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독일 패망 이후, 독일 문화의 회생을 꾀하고자

하는 음악가들이 모여 당대의 신음악을 다루는 곳이 ‘다름슈타트 국제

24) 1946년부터 꾸준히 열리고 있는 이 강좌는, 최신의 작곡기법이나 음악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 역할을 한다.

25) 차호성, “20세기 음악사에서의 ‘다름슈타트 국제 하계 현대음악강좌’ (Die

Internationalen Ferienkurse fur Neue Musik Darmstadt)의 의미와 영향 (1):

1946년부터 1961년까지를 중심으로,” 『음악이론연구』(9), (2004),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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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현대음악강좌’였다. 그 현대음악강좌에서 당대의 많은 신경향 음악

이 배출되었기에 다름슈타트는 현대음악의 상징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다름슈타트 국제 하계 현대음악강좌’를 통해 교류하고 활동한 작곡가는

슈톡하우젠, 노노, 불레즈, 베베른 뿐만 아니라 수없이 다양하다. 이 중에

라헨만의 스승이라 알려진 노노는 음렬기법의 발전, 전자음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것으로 알려진다. 전자음악이 언급되면서 자연스레 기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는 프랑스의 ‘구체음악’과 독일의 ‘전자음악’

으로 논의의 갈래가 나뉘는 모습을 보였다.26)

라헨만은 앞서 언급된 노노의 제자로 알려진 바 있으며, 자연스럽게

‘구체음악’ 등 당대 신경향 음악에 친숙해졌을 것이라 보인다. 라헨만의

작품 중에 피아노 작품만을 추려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27) 《슈베르트

주제에 의한 다섯 개의 변주곡》(Fünf Variationen über ein Thema von

Franz Schubert, 1956), 《에코 안단테》(Echo Andante, 1962), 《자장

가》(Wiegenmusik, 1963), 《구에로》(Guero, 1969, 1988), 《어린이놀

이》(Ein Kinderspiel, 1980), 《세리나데》(SERYNADE, 1997/98) 등이

있고, 그 외 비교적 최근 작곡된 피아노 작품으로는 《마르쉐 파탈》

(Marche fatale, 2016) 및 《베를린 벚나무》(Berliner Kirschblüten,

2016/17)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피아노의 건반 측면을 긁는 등, 신선한 특수주법을 보여준

《구에로》(Guero, 1969, 1988), 묵음클러스터와 리듬적 페달 사용, 배음

효과를 십분 활용한 《어린이놀이》(Ein Kinderspiel, 1980), 여과기법과

타악기적 기법을 활용한 《세리나데》(SERYNADE, 1997/98)가 비교적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26) 위의 글. 210.

27) Breitkopf & Härtel에서 라헨만의 생애, 작품목록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https://www.breitkopf.com/composer/561

2021.11.1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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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어린이놀이》(Ein Kinderspiel)의 특징적 주법

《어린이놀이》는 라헨만의 기악구체음악 곡 중에서도 피아노로 연주

되는 약 17분 길이의 작품이다.28) 본 작품은 피아노를 위한 7개의 소곡

모음으로 구성되어있고, 라헨만의 아들인 다비드(David)에게 헌정되었다.

1980년에 당시 7세였던 딸 아키코(Akiko)에 의해 곡 일부가 연주되기도

하였다.

다만, 《어린이놀이》는 어린이를 영감의 소재로 삼은 곡이긴 하지만,

유아교육 혹은 유아를 위한 목적성을 지니고 작곡된 작품은 아니다.29)

이에 대한 얘기는 본 작품의 악보 첫 페이지에도 명료히 서술되어있다.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856)의 피아노 작품인 《어린

이의 정경》(Kinderszenen, 1838) 역시 어린이를 위한 작품이라기보다는

어린 시절을 영감의 소재로 삼은 곡이었는데, 라헨만의 《어린이놀이》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일곱 개의 소곡에는 모두 제목이 붙어있으며, 여러 가지 실험적 기법

과 특수한 주법이 작품 곳곳에서 나타난다. 반복되는 패턴을 제시하는

가운데 미묘한 변화를 주는 곳에서는 구체음악의 영향이 엿보이며, 묵음

효과를 여러 모습으로 제시하는 곳에서는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통하여

음향소재의 확대를 꾀하려는 작곡가의 의도가 엿보인다. 이러한 실험을

기존의 관습적 악기인 피아노에서 행한 것이 중요한 점인데, 작곡가의

의도를 십분 이해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피아노의 발음 원리와 음향,

곡에 등장한 특수기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연주할 필요가 있다.

28) 이는 부분생략 없이 곡 전체를 연주할 때의 총 연주 시간이다. 작곡가는

‘집중력, 체력 등의 제약이 있다면 제 2곡, 제 4곡, 제 5곡, 제 7곡에 한해 악보

상의 Vi-부터 –de까지는 생략하여 연주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악보 서문에

명시해두었다.

29) Breitkopf & Härtel의 홈페이지 및 작품 첫 페이지에 명시되어있다.

https://www.breitkopf.com/composer/561 2021.11.1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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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어린이놀이》에 포함된 일곱 개 소곡의 명칭과 뜻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라헨만《어린이놀이》의 소곡 명칭과 뜻

번호 원어표기 (독어/영어)30) 뜻

1 Hänschen klein31) 꼬마 한스

2
Wolken im eisigen Mondlicht

얼음같이 찬 달빛 속의 구름
Clouds in Icy Moon-Light

332)
Akiko33)

아키코
Akiko

4
Falscher Chinese (ein wenig besoffen)

(살짝 취한) 가짜 중국인
Fake Chinese (Slightly Drunk)

5
Filter-Schaukel

필터 그네
Filter Swing

6
Glockenturm

종탑
Bell Tower

7
Schattentanz

그림자 춤
Shadow Dance

30) Breitkopf & Härtel 출판사의 《어린이놀이》 악보에서는 제 1곡을 제외한

모든 곡에 독어와 영어 제목이 병기되어있다.

31) 한국에서는 <나비야>로 알려진 독일의 전통 민요인 <Hänschen klein>을

차용한 곡으로, 그 전통 민요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였다.

32) 연주 환경에 따라 악보 3a와 3b중에 선택하여 연주할 수 있다.

33) 라헨만의 딸인 아키코(Akiko)의 이름을 붙인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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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3’의 특수주법은 악보 서문에 명시된 연주에 대한 지시사항

으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넘어가면 작품 연주에 큰 도움이 된다.

[표 3] 라헨만《어린이놀이》부록의 특수주법 정리34)

기호 및 지칭(영어) 주법 해설

- cluster consisting of all

chromatic half steps pressed down

and held mutely

범위 내의 모든 반음을 포함한 클러

스터를 묵음으로 누르고 있기

- long-held tones with thick bars

(한 손을 이용하여) 두꺼운 막대의

길이만큼 각 음을 길게 누르고 있기

= ‘길게 지속시키는 음’

- pedal indications between staves

(기존의 관습적 페달 사용과 달리)

리듬적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하여

정확한 타이밍에 페달을 사용하기

- release of keys previously

depressed

이전에 눌렀던 건반을 떼기

- mention points out passages

which can be cut

Vi- 부터 –de 사이의 부분은 생략

하여 연주할 수 있음

34) Breitkopf & Härtel 사의 《어린이놀이》 악보의 비고(notes)란에 명시된

연주 지시사항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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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1. 제 1곡 ‘꼬마 한스’ (Hänschen klein)

제 1곡 ‘꼬마 한스’ (Hänschen klein)는 피아노의 88건반을 모두 사용

하는 곡이다. 88개의 음을 반음씩 차례로 하행시키는 것이 특징적인데,

그 중 장식음만 따로 떼어보자면 C – B♭ - A♭ - F# - E 등으로

진행하며 온음 간격으로 하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음계의 하행과

별개로 진행되는 장식음은 마디2에서 처음 등장하며, 뒤이어 다섯 개의

음 주기를 갖고서 장식음이 재등장한다.

이 곡은 묵음클러스터 기법이 활용된 곡으로, 배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센 강세인 fff와 ff를 자주 사용하였다. 또한 서문에 제시되어있는

특수주법 중 ‘길게 지속시키는 음’ 기법이 사용된 것도 특징적이다. 곡에

등장하는 특수주법은 악보 서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앞서 ‘표 3’에

정리하여 제시해두었다.

[표 4] 라헨만《어린이놀이》제 1곡의 특징

박자 및 템포 특징적 기법

4/4 (♩= ca. 108)

∙피아노 전체 88건반에서의 반음 하행

∙장식음의 온음 하행

(C – B♭ - A♭ - F# - E 등)

∙반복되는 리듬 패턴 (전통민요 차용)

∙묵음클러스터 (Cluster stumm)

∙fff, ff의 잦은 사용

∙'길게 지속시키는 음'의 사용

묵음클러스터는 이 곡에 독특한 음향을 부여한다. 이 묵음클러스터가

다른 음의 타건 없이 단독적으로 쓰였다면 별다른 소리가 안 들리겠지만

본 작품에서 묵음클러스터는 곡 내내 다른 층에서의 타건을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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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배음35)을 울리게 하는 장치이다. 곡 중반부에서는 서문에서 소개된

특수주법인 '길게 지속시키는 음' 기법을 통하여 음을 점점 중첩시킨다.

이때 음향적 효과도 배가되는데, 이 사이에서 사용되는 장식음은 진행의

단조로움을 해소시키는 장치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일곱 마디는 반음 간격으로 하행하는 왼손의 3도 위에 오른손

선율이 나오는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이 오른손의 음을 따로 떼어보면

도입부에서 제시된 모티브의 확장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테이프음악의

길이 편집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곡은 같은 이름의 독일 전통 민요인 <Hänschen klein>의 리듬을

차용한 작품인데, 리듬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스타카티시모와 테누토 등

지시를 적절히 활용하여 약간의 뉘앙스 변화를 꾀한 점이 돋보인다.

[악보 3] 독일 전통민요 <꼬마 한스>(Hänschen klein)36)

35) 배음(Harmonics)과 상음(Overtone)이 다름을 유의해야 한다. Harmonics와

Overtone을 모두 배음이라 번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미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Harmonics는 배음, Overtone은 상음이라고 표기하겠다.

발음체 고유진동 중 진동수가 가장 낮은 것에 대응하는 음을 기음이라고 하며

진동수가 기음의 진동수와 정수비를 이루는 음을 배음이라고 한다. 상음은 대개

기음을 뺀 나머지 배음을 가리키는 뜻으로 쓴다.

36) 한국에서는 <나비야>라고 알려진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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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제 2곡 ‘얼음같이 찬 달빛 속의 구름’

(Wolken im eisigen Mondlicht / Clouds in Icy Moonlight)

제 2곡 ‘얼음같이 찬 달빛 속의 구름’은 오른손에서 F5와 C6 범위 내

음을 다양한 경우의 수로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왼손은 저음의 묵음

클러스터를 담당한다. 이 곡의 강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f로 지시되었다.

규칙적인 8분음표 리듬이 곡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모습을

보이며, 그와 함께 엇박에 위치한 악센트가 자주 등장한다.

앞서 언급한 엇박 악센트를 돕기 위한 페달 지시가 구체적인 음가와

함께 오선보의 중앙부에 제시되는데, 그 페달은 엇박음의 타건 직전에

밟아야만 한다는 지시가 있다. 이는 음의 어택 이후에 페달을 밟는 관습

적인 페달 사용법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오른손에서 제시된 엇박

악센트의 리듬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다.

이 곡에서도 배음효과를 위한 묵음클러스터가 사용되며, 다양한 음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8분음표를 통해 배음은 꾸준히 다시 활성화된다.

제 2곡은 Vi-에서 –de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황에 따라 생략하여

연주할 수 있다. 이는 집중력이나 체력적 요소를 고려한 지시로, 악보의

부록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위 내용들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라헨만《어린이놀이》제 2곡의 특징

박자 및 템포 특징적 기법

4/4 (♪= ca. 72)

∙sempre f (오로지 f만 사용)

∙규칙적인 ♪ 리듬만을 사용

∙엇박 악센트의 잦은 등장

∙리듬적 효과를 위한 페달 사용

∙묵음클러스터 (Cluster stumm)

∙Vi-de의 사용 (부분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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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a. 제 3곡 ‘아키코’(Akiko) a버전

제 3곡 ‘아키코’(Akiko)는 라헨만의 딸인 아키코의 이름을 딴 곡으로,

버전a와 버전b 두 가지의 악보가 제시되어있다. 인접한 음만을 사용하는

모습은 넓은 음정을 짚을 수 없는 어린이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것

과 같은 인상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하행패턴에서 '길게 지속시키는 음'

기법이 활용되고 상행패턴에서 짧은 음가의 민첩한 리듬이 사용된다.

버전a는 타인의 한 손을 빌려서 3개의 손을 사용하는 경우, 혹은 소스

테누토 페달이 있는 때를 위한 곡이다. 이 때, 타인의 손이나 소스테누토

페달은 저음부의 묵음클러스터를 지속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오른손에

테누토를 동반한 긴 음가의 '길게 지속시키는 음' 기법이 쓰이고 왼손에

서는 짧은 음가의 리듬이 엇박으로 제시되며 마치 부점리듬이 있는듯한

효과를 준다. 마디15에서 순간적으로 3/16으로 변박되는데, 쉼표만으로

구성된 이 마디는 박(pulse)의 위치를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 왼손으로

연주할 부분만 보면 엇박이 어느새 정박으로 바뀐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표 6] 라헨만《어린이놀이》제 3곡 a의 특징

박자 및 템포 특징적 기법

4/4 – 3/16 – 4/4

(♩= ca. 108)

∙묵음클러스터 (Cluster stumm)

∙소스테누토 페달의 사용

(혹은 제3자가 묵음클러스터를 눌러줌)

∙'길게 지속시키는 음'의 사용

∙긴 테누토 음과 짧은 엇박 리듬의 교차

∙변박을 통해 박(pulse)의 위치를 바꿈

∙효율적 연주를 위한 운지법 지시

(출력전략, 이동전략을 고려함)37)

37) 본 논문에서는, ‘출력전략’과 ‘이동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불연속적인

음(들)의 순간적 연주, 연속적인 음들의 연주를 구분하여 서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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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효율적인 연주를 위한 운지법이 명시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마디5에서 ff의 음을 1, 2번으로 누르게 한 것은 4, 5번으로 짚는 것보다

강한 타건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출력전략을 염두에 둔 운지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마디16부터 제시되어있는 오른손 운지를 한 음씩 살펴

보면 1(2345) / 1(2345)가 되는데, 이것은 손을 불필요하게 자주 옮기지

않게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있다. 이는 이동전략을 염두에 둔 운지법

이라 볼 수 있겠다. 현악기에서는 한 손으로 짚을 수 있는 부분을 묶어

한 포지션이라고 칭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 표현을 도입하고 응용하여

피아노연주 및 악보분석에서도 활용하도록 하겠다.

2. 2. 3b. 제 3곡 ‘아키코’ (Akiko) b버전

버전b는 소스테누토 페달이 없는 피아노를 위한 버전으로, 버전a에서

왼손이 하던 타건 역할까지 오른손이 도맡아서 한다. 왼손은 저음부에서

지속적인 묵음클러스터를 짚고 있으며, 오른손은 두 층위의 음악을 같이

연주한다. 3b의 오른손은 3a의 양손에 준하는 역할을 하며, 이 곡에서는

운지가 훨씬 세밀하게 지시되어있다. 연주자가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주

를 할 수 있게끔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는 부분이다.

[표 7] 라헨만《어린이놀이》제 3곡 b의 특징

박자 및 템포 특징적 기법

4/4 – 3/16 – 4/4

(♩= ca. 108)

∙묵음클러스터 (Cluster stumm)

∙'길게 지속시키는 음'의 사용

∙긴 정박음과 짧은 부점리듬이 교차됨

∙변박을 통해 박(pulse)의 위치를 바꿈

∙효율적 연주를 위한 운지법 지시

(출력전략, 이동전략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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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4. 제 4곡 ‘(살짝 취한) 가짜 중국인’

Falscher Chinese (ein wenig besoffen) / Fake Chinese (Slightly Drunk)

제 4곡 ‘(살짝 취한) 가짜 중국인’은 기보와 독보의 편의를 위해 복조

보표를 활용하였다. 왼손은 흑건, 오른손은 백건만을 연주하며 매우 잦은

충돌을 보여준다. sempre staccato를 통해 리듬을 분명히 강조하였고,

곡의 전개과정에서 리듬의 합과 분열이 두드러진다. 곡의 도입부터 f와

스타카토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강한 충돌효과를 야기한다. 뒤이어

마디3에서는 긴 테누토와 부점을 통해 왼손의 박이 정박에서 엇박으로

옮겨지는 듯한 효과를 준다.

마디10-11, 마디12-13은 같은 코드를 나열하면서 상행하고 하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단, 마디10의 상행에서는 리듬의 합일이 이루어지며,

마디11의 하행에서는 리듬의 엇갈림이 발생한다. 마디12에서는 리듬이

엇갈린 채로 상행하며, 마디13에서 하행할 때는 리듬이 다시금 합일되는

모습이 보인다.

[표 8] 라헨만《어린이놀이》제 4곡의 특징

박자 및 템포 특징적 기법

4/4 – 3/4+7/32 – 4/4

(♩= ca. 84)

∙독보 편의를 위한 복조 보표 기보

(왼손은 흑건, 오른손은 백건)

∙f와 스타카토의 잦은 사용

∙구체음악 기법 사용이 확연히 두드러짐

∙리듬의 합일과 분리, 변형

∙음향의 증폭과 소멸 과정을 묘사

∙연주 편의를 위한 설명, 대안 제시

∙Vi-de의 사용 (부분생략 가능)

∙변박을 통해 박(pulse)의 위치를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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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소재의 중첩과 엇갈림을 통한 변형은 구체음악 편집방법 영향이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으로, 라헨만의 기악구체음악 작품 《어린이놀이》

가 구체음악의 영향을 받았음을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마디16부터는 오른손과 왼손이 크레센도와 디미누엔도의 호흡을 함께

하지 않고, 엇갈려서 나오기도 한다. 이는 마치 두 층위의 음악이 따로

또 같이 진행되는 느낌을 준다. 곡 후반부에서 오른손은 pp로 소멸되는

음향을 들려주고, 왼손은 강한 ff로 점차 증폭되는 과정을 보인다. 이런

부분들 역시 테이프음악이라고도 불리는 구체음악의 영향이 드러나는 곳

이라고 볼 수 있겠다.

2. 2. 5. 제 5곡 ‘필터 그네’ (Filter-Schaukel / Filter Swing)

제 5곡 ‘필터 그네’는 페달을 미리 밟아 댐퍼를 열어둔 채로 D♭4부터

B♭5 범위 내의 모든 반음을 강하게 타건하면서 강한 클러스터를 반복

적으로 들려준다.

[그림 2] 피아노의 88개 건반38)과 제 5곡 클러스터 표시

38) Gareth E. Roberts, From music to mathematics : exploring the

connection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6). 25.



- 25 -

클러스터를 반복적으로 연주한 뒤, 들려주고 싶은 음향만을 남기고자

힘께 짚고 있던 나머지 건반을 뗀다. 그리고 필터링되고 남은 잔향만을

울려주고자 페달을 새로 밟도록 지시한다. 이 과정에서 강한 클러스터,

페달을 곁들인 묵음, 페달이 제외된 순수한 묵음 등의 다양한 음향 조합

을 느낄 수 있다.

[표 9] 라헨만《어린이놀이》제 5곡의 특징

박자 및 템포 특징적 기법

4/4 (♩= ca. 66)

∙강한 클러스터 충돌

(D♭~B♭범위 내 반음을 동시에 누름)

∙이후 들려줄 잔향만 stumm으로 제시

(Attack, Decay가 생략된 음향)

∙음향의 다양한 조합 제시

(강한 클러스터, 페달을 곁들인 stumm,

페달이 제외된 순수한 stumm 음향)

∙sempre f의 지속적 사용

∙끝음만 p로 처리하는 재치

∙묵음클러스터 배음효과의 촉진을 꾀함

마지막 두 마디를 제외하고는 모두 sempre f로 연주하라고 지시되어

있으며, 이는 클러스터의 충돌 및 묵음의 배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인다. 곡의 종결부에서 하나의 음이 짧은 p로 제시되는데,

이는 작곡가의 재치를 나타내는 동시에 왼손의 묵음클러스터의 배음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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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6. 제 6곡 ‘종탑’ (Glockenturm / Bell Tower)

제 6곡 ‘종탑’은 sf의 강한 타건 직후에 동음을 pp의 묵음으로 조심히

누를 것을 지시한다. 이는 현대 피아노 액션구조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등장한 주법이라 볼 수 있다. 그랜드피아노의 이중이탈장치39)의 작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이 부분을 보다 수월히 연주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현대음악 작품에서 종종 보이는 3단 악보는 기보와 독보상의 편의를

모두 꾀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리스트(Franz Liszt, 18111-1886)

에게도 영향을 준 탈베르크(Sigismond Thalberg, 1812-1871)의 '세 손

효과(Three-hand effect)'의 영향이 먼 후대까지 이어진 것이라 볼 수도

있겠다. 넓은 음역을 동시에 보이면서 여러 층위의 음악을 펼쳐서 보여

주려는 작곡가의 의도가 돋보인다.

[표 10] 라헨만《어린이놀이》제 6곡의 특징

박자 및 템포 특징적 기법

4/4 – 7/8 – 4/4 – 3/4

– 4/4 – 3/4 – 4/4

(♩= ca. 108)

∙sf 직후의 pp 묵음 타건

(이중이탈장치를 활용한 주법)

(배음만 남기려는 의도)

∙3단악보 제시 (음역과 레이어 구분)

∙잦은 변박을 통해 정박을 모호하게 함

∙효율적 연주를 위한 설명, 운지법 제시

∙'길게 지속시키는 음'의 사용

∙fff 직후 짧은 pp로 곡을 끝내는 재치

∙묵음클러스터 배음효과의 촉진을 꾀함

39) 피아노 악기의 역사에서, 피아노 주법의 가능성을 대폭 확장시켜준 것으로

이 장치를 빼고 얘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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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에서는 잦은 변박이 두드러지며 (4/4 – 7/8 – 4/4 – 3/4 –

4/4 – 3/4 – 4/4) 이 과정에서 정박이 모호해지는 듯한 효과가 생긴다.

음의 지속과 중첩, 적시의 해소를 위하여 '길게 지속시키는 음' 기법이

사용되며 이의 적확한 연주를 돕기 위한 구체적 운지가 제시된 것에서도

라헨만의 치밀함과 배려가 돋보인다.

이 곡의 종결부에서는 제 5곡의 종결부와 꽤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다,

강하고 두터운 음향 뒤에 단 하나의 음이 짧은 pp로 제시되는데, 이는

음향의 대비를 보여주는 동시에 왼손 묵음클러스터의 배음효과를 재차

촉진시키며 곡을 마치려는 작곡가의 재치로 볼 수 있겠다.

2. 2. 7. 제 7곡 ‘그림자 춤’ (Schattentanz / Shadow Dance)

제 7곡 ‘그림자 춤’은 최상단의 반음 2개를 반복적으로 타건하며 연주

하는 곡이다. 이는 ‘미니멀리즘 음악’40)같은 느낌을 준다. 실제로 강하게

타건하는 건 최상단의 B8과 C8 두 음 뿐이나, 음향을 배가시키기 위한

저음부 묵음클러스터나 리듬적 효과를 보다 증폭시키기 위한 리듬적인

페달도 작품 곳곳에 쓰인다.

p에서 fff까지 패턴반복을 통해 곡을 전개되면서, 그 과정에서 페달을

동반한 크레센도를 통해 음향이 증폭된다. 그리고 fff의 직후에 p가 제시

되었다. 이 때 fff음을 연주한 직후에 페달을 떼게 함으로써 fff와 그 다음

p의 대비효과를 고조시켰다. 이 곡 역시 반복이 많은 작품으로, 서문에

적힌 지시에 따라 Vi-de 구간은 부분생략이 가능하다.

40) Minimalism. 현대음악의 한 장르로서 소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패턴의

반복을 강조한 최소주의적 음악사조.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미국의 테리 라일리

(Terry Riley, 1935- ), 라 몬테 영(La Monte Young, 1958- ), 스티브 라이히

(Steve Reich, 1936- ), 필립 글라스(Philip Morris Glass, 1937-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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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라헨만《어린이놀이》제 7곡의 특징

박자 및 템포 특징적 기법

12/8 (♩.= ca. 100)

∙최상단 반음 2개의 강한 충돌

∙미니멀리스틱 한, 리듬의 반복사용

∙묵음클러스터 (Cluster stumm)

∙리듬적 효과를 위한 페달 사용

∙음향의 점진적 확대 (p ... fff) 반복

∙Vi-de의 사용 (부분생략 가능)

∙배음효과 극대화를 위한 fff의 사용

∙ad lib.를 통한 연주자 자율성 부여

∙음향 소멸을 위한 종지부의 긴 쉼표

곡의 말미에서는 ad lib.를 통해 연주자가 필요한 만큼 마지막 음과

쉼표를 반복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음향소멸과 완전한

종결을 위한 긴 쉼표마디를 추가로 배치함으로써, 무수히 많이 등장하고

변형되던 음향이 소멸되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보여준다.

이 곡은 배음효과를 위해 지시에 따라 저음부의 묵음클러스터를 짚는

곡으로, 배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fff음을 곳곳에 배치하였다. 이는

타건하는 힘의 차이에 따라 주로 들리는 배음이 다소 달라지는 현상을

고려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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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과적인 피아노 연주를 위한 연주자적 제안

3. 1. 피아노의 음향: 타건과 배음

악기의 발음원리나 음향 등을 알아두면 효과적인 연주에 도움이 된다.

1709년에 크리스토포리(Bartolomeo Cristofori, 1655-1731)가 고안했던

‘포르테피아노’는 하프시코드를 대폭 개량한 것인데, 발음과정과 성능이

하프시코드와는 크게 달라 기존 건반악기와는 전혀 다른 악기라고 볼 수

있었다. 포르테피아노는 해머로 현을 치는 구조의 악기로. 해머로 줄을

뜯어 소리를 내는 하프시코드에 비해 가능성이 크게 확장되었다.

피아노의 전신인 ‘포르테피아노’부터 피아노의 역사를 거슬러보아야

그 전까지의 건반악기와 피아노간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17세기까지는

오르간, 클라비코드, 하프시코드 등 그 구조나 발음원리가 조금씩 다른

여러 건반악기가 상용화된 상태였다. 이런 악기들은 레버 조정의 어려움,

음량의 한계, 레지스터 조작의 어려움 등 나름의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18세기부터 19세기 초에는 피아노 구조에 있어 많은 개량이 이뤄지며,

그 선두엔 영국의 브로드우드(John Broadwood, 1732-1812)와 프랑스의

에라르(Sebastian Erard, 1752-1831)가 있었다. 줌페(Johannes Zumpe,

1726-1790)가 개발했던 스퀘어피아노는 악기의 크기를 대폭 줄여 가정용

피아노로 영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지만, 해머가 현을 때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탈구조 장치가 없었다. 이후 다수의 그랜드 피아노는 해머의

타현점을 일정하게 설정함으로써 피아노의 음색을 보다 선명하게 만든

브로드우드의 개량, 빠른 동음 연타가 가능하게끔 이중이탈구조 액션41)

을 개발한 에라르의 개량을 통해 악기의 가능성이 대폭 증대됐다.

41) 이는 건반이 완전히 놓지 않아도 같은 음을 다시 누를 수 있게 한 것으로,

요한 안드레아스 스타인(Johann Andreas Stein, 1728-1792)의 이탈구조 등을

근간으로 개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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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그랜드 피아노는 해머가 현을 직접 때려 소리를 내는 구조로,

현을 뜯어 소리를 내는 하프시코드에 비해서는 음량 조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다른 현까지 진동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댐퍼의 개발,

현을 때린 후 해머가 돌아오게끔 해주는 건반과 해머 사이의 잭의 개발

등, 필요에 의해 여러 세부장치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점차 개량되었다.

초기 그랜드 피아노에 적용되었던 액션은 현대 그랜드 피아노의 액션에

비하여 구조가 간결하다.

[그림 3] 초기 그랜드 피아노의 액션42)

- (a):건반 / (b):지렛대 / (c): 해머 / (d): 현

그랜드 피아노에서 (a)건반을 눌렀을 때에 (b)지렛대 원리에 의하여

(c)해머가 (d)현을 때려 진동을 유발시킴으로써 소리가 난다. 다만 이중

이탈구조 액션이 없는 피아노는 건반이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다음 음을 낼 수 없기에 기능상의 한계점이 있었고, 이는 에라르의 이중

이탈구조 액션의 개발로 향후 해결되었다.

42)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 교재편찬위원회, 『피아노 조율과 관련기술』(서울:

일진사, 201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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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그랜드 피아노는 (a)건반을 누르면 (b)지렛대 원리에 의하여 (c)

해머가 (d)현을 때려 진동을 유발시키고, 건반에서 손을 떼면 (e)댐퍼가

내려와서 현의 진동을 멈추게끔 한다. 현대 그랜드 피아노는 건반에서

손을 완전히 떼지 않았을 때도 해머가 현과 건반으로부터 이탈되게끔

한, 이중이탈구조의 액션을 통해 빠른 동음연타가 가능하며43), 이는 이후

작곡가 및 연주자로 하여금 이전보다 다양한 피아노 기법을 구현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

[그림 4] 현대 그랜드 피아노의 액션44)

- (a):건반 / (b):지렛대 / (c): 해머 / (d): 현 / (e): 댐퍼

대부분의 악기 소리는 별다른 가공을 거치지 않는 이상, 다음과 같이

시간 경과에 따라 사라지는 감쇠패턴을 보인다.

43) 기능상으로는 1초당 최대 15회 정도의 연타가 가능하다.

44) 위의 책.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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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간에 따른 소리의 감쇠45)

여기서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소리의 강도를 나타낸다.

피아노의 음향에 대하여 연구할 때, 소리의 발생을 시간경과에 따라

‘충격’(Attack), ‘감소’(Decay), ‘지속’(Sustain), ‘이완’(Release)의 4단계로

구분해둔 ADSR envelope 모델의 그래프가 큰 도움이 되었다. 본 논문

에서는 피아노의 음향을 설명할 때 필요에 따라 각 단계의 명칭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그림 6] ADSR envelope 모델의 그래프46)

위 그림에서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평균 강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충격’(Attack)은 아무

소리가 없는 상태에서부터 악기에 처음 충격이 전해지는 그 순간까지를,

45) Gareth Loy, Musimathics: the Mathematical foundations of music.

Volume 1 (London: MIT Press, 2006). 8.

46) 위의 책.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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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Decay)는 ‘타건’의 다음에 나오는, 소리의 평균 감도가 확연하게

저하되는 구간을 나타낸다. 단, 여기서 나타나는 양상은 악기마다 다를

수 있다. ‘지속’(Sustain)은 어느 정도 평균 강도가 지속되면서 ‘감소’와는

구별되는 그 다음 단계를, ‘이완’(Release)은 침묵에 이르기까지 소리가

소멸되는 마지막 단계를 가리킨다.

[표 12] ADSR envelope 모델의 단계 구분

단계

충격 (Attack) 무음의 상태 ~ 악기에 첫 충격이 전해지는 순간까지

감소 (Decay) ‘충격’의 다음 단계 ~ 확연한 감소가 이뤄지는 구간까지

지속 (Sustain) ‘감소’와 구별되는, 소리 강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구간

이완 (Release) ‘지속’ 이후, 소리가 현저히 소멸되며 침묵에 이르는 구간

물론 악기의 모든 소리가 이러한 단계를 각각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러한 4단계가 각각 눈에 띄는 차이가 보인다면 그 악기

소리는 급격한 출력과 급격한 소멸을 보이는 등, 매끄럽지 않은 소리의

양상을 보일 것이다. 진동수(Frequency)가 낮은 저음일수록 배음이 풍부

하며, ‘충격’ 단계의 기울기가 훨씬 가파르고 ‘감소’, ‘지속’, ‘이완’ 등의

단계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듯한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피아노를 연주할 때는 모든 음이 자연적으로 소멸할 때까지

듣고 있지는 않는다. 오히려, 어떠한 음을 연주할 때에 ‘충격’의 강도나

‘이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다양하게 조정함으로써, 연주자는 본인이 구현

하려는 소리가 나게끔 조정할 수 있다. 연주자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

으로든 소리의 생성 및 소멸 과정을 본인이 원하는 소리에 가깝게 제어

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3차원 상의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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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DSR의 3차원 그래프47)

위 그래프의 Frequency는 주파수, Time은 시간, Magnitude는 규모라

해석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위 그래프에 따르면 음을 내고난 이후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규모가 점차 감소한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리

규모의 변화는 주파수가 낮은 저음부에서 훨씬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후술되는 피아노의 소리, 배음과도 연관이 있는 내용이다. 저음

은 고음에 비해 비교적 많은 배음을 포함하고 있다. 같은 악기에서 서로

다른 높이의 음을 동일한 세기로 연주해보면, 저음부의 음을 연주할 때

에는 고음부 음을 연주할 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깊고 두꺼운 소리가

난다.

47) 위의 책.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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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피아노의 소리에 대해 다룬 꽤 많은 책들은 타건 속도와 소리

크기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였다. 건반을 때리는 순간의 속도가 빠를수록

높은 데시벨을 갖는 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 많은 주법서와 강의에서

언급되던 내용이다. 그렇다면 음색이라는 건 연주의 흐름 속에서 느껴지

는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타건 할 때의 적절

한 조정을 가하면 실제 음색의 변화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피아노로

연주하는 음의 강세, 즉, 해머가 현을 때리는 속도에 따라 좌우된다.

여기서 배음렬에 대해 먼저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악음(樂音,tone)

은 복합진동을 하는 일종의 합성음이며, 기음과 그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 음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파수에 상응하는 음을 포함하고 있다.48)

아래에서 보이는 배음렬에서 기음은 1배음, 그 뒤로 이어지는 배음49)

은 차례로 2배음, 3배음으로 부르기로 한다. 여기서, 앞서 주석35번에서

설명했듯이 배음(Harmonics)과 상음(Overtone)이 다름을 유의해야 한다.

Harmonics와 Overtone을 모두 배음이라 번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전자의 배음은 배음(倍音), 후자의 배음은 배음(背音)이라고 의미를 구분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명확한 의미 구분을 위하여 Harmonics는 배음, Overtone은

상음이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기음은 발음체 고유진동 중 진동수가 가장

낮은 것에 대응하는 음이다. 배음은 진동수가 기음의 진동수와 정수비를

이루는 음을 뜻하며. 상음은 기음을 뺀 나머지 배음을 가리킨다.

48) 순음(pure tone)은 주파수가 단일한 단순진동이며, 따라서 배음이 없다.

49) 배음에 대한 자료를 접할 때 번역서를 보면 용어의 번역이 모호한 경우가

더러 있다. Harmonics와 Overtone을 모두 배음이라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배음은 배음(倍音), 후자의 배음은 배음(背音)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배음

(Harmonics)은 기음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상음(Overtone)은 기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단, 상음이 기음을 포함하지 않아서 2배음이나 3배음이 1번째 상음이

되는 등의 명칭의 혼동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연유로 대다수의 저서에서는

기음을 포함한, 배음(Harmonics)이라는 개념을 우선적으로 쓰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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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피아노의 C2에 대한 배음렬50)

편의상 1배음인 기음부터 16배음까지만 표기한 악보이다. 검은색으로

칠한 음은 근접음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의 그림은 강세의 차이에 따라 각 배음이 활성화되는 정도에도

차이가 생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연주된

A4음에 속한 특정 배음들이 활성화된 강세를, 세로축은 A4를 연주하는

상대적 강세를 나타낸다.

[그림 8] 피아노 타건시 강세 차이에 따른 배음의 양상51)

50) 어떠한 한 음을 내면 16개 이상의 무수한 배음이 나오지만 편의상 16배음

까지만 표기하도록 한다.

51) Nicholas Giordano, Physics of the P iano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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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세로축은 피아노 A4음의 타건 세기를, 가로축은 배음의

활성화 차이를 보여준다. 오케스트라 악기들의 음정을 튜닝할 때 주로

쓰는 피아노 A4(440~442Hz의 A)음을 연주할 때, 음의 크기에 따라 배음

들이 활성화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진동수를 기준으

로 1배수 음(기음), 2배수의 음(2배음), 3배수의 음(4배음)이 활성화되는

정도를 보여준다. 다만, 여기서 음의 강세는 어떤 절댓값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적인 차이만 보는 것을 권한다.

위 그림에서 음을 pp로 쳤을 땐 A4인 기음이 가장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배음과 3배음은 기음에 비해 덜 활성화 된 모습을 보인다.

같은 음을 mf로 쳤을 때는 모든 배음의 크기가 상승한다. 하지만 기음과

2배음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들리게 된다는 차이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같은 음을 ff로 쳤을 때는 기음보다도 2배음이 값이

크게 출력되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어떤 음을 ff로 연주하면 pp로 연주

할 때에 비해 어쩌면 한 옥타브 높은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곧, 어떠한 음에 내포되어있는 무수한 배음들이 지니는

에너지 차이와 밸런스를 적절히 조절하면 그것들의 구성에 따라 음색을

달라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제시된 그래프를 통하여 음의 강세 차이에 따라서 각 배음이

활성화되는 정도의 차이를 알 수 있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연주자는

원하는 소리를 구현하려고 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두운 톤을

내거나 저음을 강조하고 싶은 경우엔 상대적으로 약한 강세로 연주하는

것이 원하는 소리의 구현에 도움이 되며, 밝은 톤이나 고음을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순간적으로 강하게 타건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앞서 설명한 피아노의 소리의 차이는 해머의 작용과 큰 관련이 있다.

같은 음의 건반을 동일 세기로 치더라도 해머가 현을 때릴 때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단단한지, 부드러운 지에 따라 소리의 양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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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피아노 타건시 해머의 압착 및 강도 변화52)

앞서 제시한 ‘그림 9’는 건반 어택 시에 해머에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충격에 따른 압착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는 해머의 강도를 순간적으로

달라지게끔 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이 차이가 건반의 어택속도에 따른

음색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건반을 강하게 때리면 해머는 현에 닿는 순간에 강한 압력을 받아서

평소보다 더 많이 압착되므로 딱딱한 도구로 현을 때리는 효과가 난다.

반면에 건반을 약하게 때린다면 해머가 현을 치는 순간에 해머에 압착이

덜 가해지므로, 결과적으로는 보다 더 약한 도구로 현을 때리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앞서 피아노 타건 속도에 따른 해머의 순간적인 강도 변화와 배음에

대하여 요약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어서 제시되는 ‘그림 10’은 피아노의

C4음을 강한 해머로 쳤을 때와 부드러운 해머로 쳤을 때의 소리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해머의 강도 차이에 따라 배음의 활성화 양상도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가로축은 차례로 기음, 2배음, 3배음 등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상대적인 음의 크기 변화를 나타낸다.

52) 위의 책.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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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해머의 강도 차이에 따른 배음의 양상53)

이는 부드러운 상태의 해머로 C4음을 칠 때에 기음의 활성화 정도가

다른 배음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을 보여준다. 반면, 동일한 음을

단단한 상태의 해머로 칠 때엔 기음과 다른 배음의 활성화 정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보여준다. 앞서 피아노 건반을 치는 속도에 따라

해머가 압착되는 정도에 변화가 생겨 해머의 순간적인 강도가 변화함을

언급하였다. 또, 해머의 강도에 따라 배음의 활성화 양상이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보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같은 음을 치는 속도에 따라서 왜 음의 상대적인

밝기가 달라지는지 알 수 있다. 낮은 주파수인 기음이 더 우세한 양상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타건하면 배음이 덜 활성화되어 소리가 기음 위주로

들리게 된다. 그에 비해, 기음이 상대적으로 덜 우세한 양상을 띠게 되는

방식으로 타건할 때는 기음 외의 배음도 보다 더 활성화되어 상대적으로

밝은 음색으로 들리는 것이다.

라헨만의 《어린이놀이》는 강세 지시가 매우 구체적인데, 이는 단지

소리의 크고 작음만을 의도한 게 아닐 것이다. 각 지시가 음향적 차이를

의도한 것인지 파악하고 연주하면 연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3) 위의 책. 73.



- 40 -

3. 2. 《어린이놀이》의 효과적 연주를 위한 제안

본 논문에서는 악보에 담긴 작곡가의 의도를 읽어내고, 연주할 악기인

피아노에서 그것을 잘 표현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기술해보고자 한다.

앞서 피아노의 소리와 작동원리, 어떤 특정한 변수에 따른 배음의 양상

등에 대해 다루었으며, 이제는 어떠한 소리를 구현할 것인지에 중점을

맞춰 설명하려 한다.

작곡가가 악보에 담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이므로,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생략된 정보를 어느 정도 유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작곡가가 음악을 악보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생략되는 정보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에, 악보는 단순히 보는 대상이 아니고 읽어내야 할 대상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악곡 분석이 악보에 적힌 문자를 텍스트대로만 ‘인지’

하는 현상분석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악보 상의 맥락 등을 읽어내면서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54) 본 논문에서는 분석하는 작품을

연주할 때에 참고할 만한, 연주자적 관점에서의 해석과 제안을 나름의

근거나 설명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해설은 곡 순서대로 나열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악보도 부분적으로

편집하여 제시한다. 다만, 후술되는 내용은 연주자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연주를 돕는 한 가지의 제안일 뿐이며, 모두가 반드시 이렇게 연주해야

만 한다는 법칙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54) 본 논문에선 악보를 문자 그대로만 보는, 인지 중심의 독보과정과 그 안에

내포된 의미와 맥락까지 읽어내는, 해석 중심의 독보과정을 구별하고자 한다.

전자는 ‘악보보기’(Watching Score), 후자는 ‘악보읽기’(Reading Score)라 칭하며

편의상 구분하는 용어를 붙여보기로 한다. 단순히 ‘ff니까 ff다. pp니까 pp다.’ 와

같이, 악보상의 표기를 글자 그대로 읊는 것만으로는 곡의 맥락이나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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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1. 제 1곡

이 곡의 도입부는 반음씩 하행하는 음과 그 사이에 이따금 등장하는

장식음을 긴 페달과 함께 제시한다. 잔향을 누적시키며 음량을 증폭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으므로, 타건에 앞서 페달을 밟고있는 것이 그 효과에

부응하는 연주법이라 볼 수 있겠다. 장식음은 88개의 음의 반음 진행과

구분되어 온음 간격으로 하강하고 있으므로, 반음 진행과는 다른 층위로

인식하고 연주하는 편이 좋겠다.

[악보 5] 라헨만《어린이놀이》제 1곡 (마디1-4)

오른손은 모든 음을 잘 들리게 연주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매 음마다

큰 동작을 수반할 필요는 없다. 불필요한 동작과 팔의 피로를 줄이려면

한 음을 타건할 때마다 과한 동작을 취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러려면

필요한 이동전략만 구사하기 위하여 대강의 포지션을 구분해두는 편이

좋다.

또한, 손목이나 팔꿈치 관절을 과하게 풀어버리면 그 자체로 힘의 전

달과정에서 완충 효과가 발생하여 fff의 음을 민첩하게 타건하기에는 어

려울 것이므로 이 또한 유의해야 한다. 다만, 테누토가 붙은 긴 음을 짚

은 다음부터 그 다음 음을 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

으므로 누적된 근육의 긴장을 그 지점에서 약간이나마 해소해준다면 연

주자의 신체적 무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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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5에서는 저음부에서 왼손의 묵음클러스터가 최초로 등장한다.55)

이는 최상단의 오른손과 아주 멀리 떨어져있고 아주 조심히 짚어야 하는

특수주법임을 고려할 때, 미리 알고 있어야만 당황하지 않고 막힘없이

연주할 수 있을 것이다. 짧은 음가의 장식음들은 마디5부터 등장하는데,

하행하는 반음계에서 다소 먼 음에서 시작하므로 손을 가볍게 펼쳐두고

시작하는 편이 좋다. 이동해야 할 거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면 포지션의

이동이 둔해지고 리듬의 민첩성이 떨어지므로 장식음의 움직임과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악보 6] 라헨만《어린이놀이》제 1곡 (마디5-8)

다음 페이지에 제시되는 악보를 살펴보면, 마디9에서부터 '길게 지속

시키는 음' 기법 사용이 보이며, 한 손으로 짚을 수 있게끔 4개나 5개의

음을 한 덩어리 안에 배치하였다. 이렇듯 위치를 크게 이동하지 않고서

한 손으로 무리 없이 짚을 수 있는 음의 범위나 묶음을 한 포지션이라

하고 가장 수월하게 연주할 수 있는 위치를 잡도록 한다.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으므로, 엄지로 검은

건반을 쳐야만 하는 경우엔 포지션을 건반 안쪽으로 옮겨주는 게 좋다.

마디9-10은 연주 중에 오른손의 이동이 어려운 곳이니, 마디9의 첫 음을

짚을 때부터 팔을 앞으로 조금 뻗어 건반 안쪽 포지션에서 연주를 시작

55) 묵음클러스터는 손바닥을 펴서 고르게 짚되, 배음효과를 위해 댐퍼를 열어

주기 위한 기법이므로 소리가 나지 않게끔 조심히 연주해야 한다.



- 43 -

하는 게 좋다. 반면, 마디11-12은 엄지로 검은 건반을 치지 않아도 되는

곳이므로 굳이 팔을 뻗은 채로 연주할 필요는 없는 곳이다.

[악보 7] 라헨만《어린이놀이》제 1곡 (마디9-12)

아래 제시된 마디27부터 마디31까지는 꽤 정교한 페달과 묵음주법이

활용되는 곳이다. 마디28과 마디29 사이에서 rit.로 지시되는 시간적인

여유는 ff와 p사이의 음향 대비를 위한 것임을 알고 연주해야 자연스런

시간과 대비효과가 생길 것이다. 큰 음을 연주한 뒤에 바로 묵음기법이

나올 때엔 묵음으로 제시된 음을 관성적으로 크게 치지 않게끔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끝음인 A♭의 연주에 앞서 의도한 배음만을 남겨야지만

자연스러운 배음의 소멸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악보를 통해

지시된 타이밍에 정확히 페달이 해소될 수 있게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악보 8] 라헨만《어린이놀이》제 1곡 (마디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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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2. 제 2곡

이 곡은 페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작품이다. 라헨만은 본 작품에서

페달의 기보와 사용법을 기존 관습과는 다르게 제시한다. 일반적인 경우

깨끗한 울림을 위하여 타건 직후에 페달을 밟는다. 하지만 이 곡에서는

강조하려는 음을 타건하기 직전의 찰나에 페달을 밟고, 타건하자마자 그

페달을 떼는 것이 특징적이다. 페달이 아주 짧은 음가로 제시되어있어

리드미컬하게 느껴지는 효과도 있다. 울림만을 위한 페달이라기보다는

리듬적인 페달 사용으로 보는 것이 낫겠다.

[악보 9] 라헨만《어린이놀이》제 2곡 (마디1-2)

위 독일어 주석에 따르면, 본 곡의 페달은 페달과 함께 기보된 음보다

항상 선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오선보 중앙부의 리듬은 페달의 음가를

나타낸 것인데, 빗금표식이 있는 8분쉼표는 일반적인 8분쉼표보다 짧은

음가의 8분쉼표임을 뜻하는 것이다.

리듬적 페달 사용을 강한 타건의 직전에 지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이 곡의 곳곳에서 보인다. 페달의 음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지만 곡이 그다지 느린 편도 아니기에 페달을 지시대로 정교

하게 사용하기에 어려운 편이다. 매우 정확한 페달 사용을 위하여 페달

의 8분쉼표를 짧게 처리하여 페달이 뒤처지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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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3에서는 저음부 묵음클러스터가 등장하며, 페달은 여전히 정교한

사용을 요한다. 마디3-4는 마디1-2에 비해 오른손이 조금 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 번에 짚어야 할 음의 개수가 많아지고 약간의 이동이

요구되기도 한다. 하지만 한 옥타브 이내 범위의 음들만 제시되고 있으

므로, 오른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설정해두고서

묵음클러스터와 페달 사용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연주 방안일 것이다.

[악보 10] 라헨만《어린이놀이》제 2곡 (마디3-4)

곡의 종결부에서는 오른손의 코드가 끝나는 곳과 페달이 끝나는 곳,

묵음클러스터 울림이 끝나는 곳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각각의 요소별

정확한 음가를 숙지해둬야 한다.

[악보 11] 라헨만《어린이놀이》제 2곡 (마디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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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3. 제 3곡

제 3곡은 소스테누토 페달이 있는 피아노를 위한 a버전56), 소스테누토

페달이 없는 피아노를 위한 b버전, 총 두 가지의 악보로 출간되었다.57)

a버전과 b버전의 도입부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12] 라헨만《어린이놀이》제 3곡 a버전 (마디1-4)

이는 소스테누토 페달이 있는 피아노를 위한 a버전 악보의 일부이다.

[악보 13] 라헨만《어린이놀이》제 3곡 b버전 (마디1-4)

이는 소스테누토 페달이 없는 피아노를 위한 b버전 악보의 일부이다.

56) 연주자가 소스테누토 페달을 사용하는 대신에, 제 3자가 묵음클러스터만을

대신 짚어주는 방법으로도 연주가 가능함이 명시되어있다. 즉, 제 3곡 a버전은

묵음클러스터를 유지하는 법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연주가 가능하다.

57) 제 3곡 ‘Akiko’의 a버전은 《어린이놀이》에서 소스테누토 페달이 활용되는

유일한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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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버전은 저음부 묵음클러스터를 소스테누토 페달을 통해 지속시킨다.

b버전은 저음부의 묵음클러스터를 연주자가 왼손으로 짚고 있어야 한다.

a버전은 b버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손이 자유로운 편이다. a버전에서는

두 층위의 음악이 효과적으로 구분되게끔 양손에 대비되는 음향을 배치

해두었다. 오른손으로는 '길게 지속시키는 음'를 차례로 짚어가고, 왼손

으로는 짧은 음가의 엇박 리듬을 연주한다.

반면 b버전은 왼손이 묵음클러스터 연주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a버전

에 비하여 오른손이 상대적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b버전은

오른손 안에서 음악의 층위를 구분하여 연주하는 것이 숙제인데, 라헨만

은 이를 돕고자하는 목적으로 효율적인 운지법을 명시해두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이 좋다.

그는 a버전에서도 효율적인 운지법을 명시해두었다. 마디9의 D음을

악보에서 제시된 운지인 4번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붙잡고 있던

음들이 자연스레 정확한 음가에서 끊어지게 된다.

[악보 14] 라헨만《어린이놀이》제 3곡 a버전 (마디9-12)

제 3곡의 a버전을 연주할 때에는 양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낫다. 오른손은 정박에 위치한 '길게 지속시키는 음' 기법 및 하행

패턴 연주를 담당하며, 왼손은 엇박에 위치한 짧은 음가와 상행패턴의

연주를 담당한다. 이러한 역할 구분은 아래의 ‘악보 13’에서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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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라헨만《어린이놀이》제 3곡 a버전 (마디13-15)

앞에서 나타나던 양손의 역할 구분과 규칙성은 3/16로 변박되는 마디

15의 등장과 함께 흐트러지게 된다. 마디15는 등장하는 음이 없음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점8분쉼표 하나만으로 구성된 마디를 배치함

으로써, 짧은 음표의 주기는 그대로 두되 그동안 엇박에 위치하던 짧은

음가의 노트가 정박에서 들리게끔 위치를 바꿔주었다.

잠시 3/16으로 변박된 마디15를 통해 짧은 음은 엇박에서 정박으로

옮겨가게 되며, 이는 저음부 묵음클러스터를 동반하면서 점점 느려지는

행태로 마무리된다. 음의 등장주기가 길어지며 들리는 음의 길이가 확장

되는 것처럼 들린다. 구체음악의 편집방법 중 ‘확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fade-out 효과를 연상하며 연주를 마무리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악보16] 라헨만《어린이놀이》제 3곡 a버전 (마디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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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4. 제 4곡

이 곡은 기보와 독보의 편의성을 위해 복조 보표를 사용하였다. 강한

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유발하면서도 양손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수월

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왼손은 오로지 흑건을. 오른손은 오로지 백건을

담당하게 하였다. 오른손과 왼손이 만나는 과정에서 반음 음정이 무수히

많이 등장하며 무수한 충돌의 향연을 보여준다.

[악보 17] 라헨만《어린이놀이》제 4곡 (마디1-2)

제 4곡의 제목을 번역하자면 ‘(살짝 취한) 가짜 중국인’이다. 왼손에서

등장하는 동양적 색채를 띠는 5음 음계의 펜타토닉, 음악 전개 과정에서

비틀거리는 리듬패턴을 보면 제목과 부합하는 영감의 소재가 자연스레

유추되는 듯하다. 오른손은 연주 내내 정박을 고수하며, 왼손은 테누토,

부점, 쉼표 등을 통해 리듬패턴을 바꾸는 모습을 아래와 같이 보여준다.

[악보 18] 라헨만《어린이놀이》제 4곡 (마디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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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곡에서는 같은 음소재를 반복적으로 쓰면서도 위와 같이 패턴을

조금씩 바꿔 제시하는데, 이는 앞서 ‘표 1’에서 설명하였던 구체음악의

편집방식 중 반복, 수축 등의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응용한 것이

라고 볼 수 있겠다.

[악보 19] 라헨만《어린이놀이》제 4곡 (마디9-10)

후술되는 마디11-12와 같은 부분에서는 음향의 소멸이나 증폭과정을

묘사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엇박은 정박이 있어야만 그 변형된 리듬

이나 의미가 돋보인다. 따라서 오른손에서 제시되는 규칙적인 박이 흐트

러지지 않게 연주하고 왼손의 엇박이 정박처럼 뒤바뀌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악보 20] 라헨만《어린이놀이》제 4곡 (마디11-12)

앞선 마디에서는 분리된 채 상행하던 양손이, 마디13의 8분쉼표 이후

에는 동시에 연주된다. 마디14는 상행하는 과정에서 양손 리듬이 다시

분리되는 양상이 보인다. 이처럼 눈에 띄는 반복이 잦은 소곡은 일부를

생략하여 연주할 수 있게끔 ‘Vi-de’로써 생략 가능한 범위가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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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라헨만《어린이놀이》제 4곡 (마디13-14)

리듬뿐만 아니라 양손의 강세 변화를 따로 제시한 것에서도 음악이

두 층위로 나뉘어 제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21’에서 *표에 딸린

주석에 따르면, 그 시점부터 크레센도와 디미누엔도 기호는 각각 왼손과

오른손에 의지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악보 22] 라헨만《어린이놀이》제 4곡 (마디19-20)

앞서 나타나던 오른손과 왼손의 독립적인 강세 변화는 ‘악보 22’에서

보이듯, 마디19 이후로도 계속되는 모습을 보인다. 곡이 전개되는 내내

양손은 충돌, 합일, 분리되는 등, 다양한 모습의 조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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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에서는 앞에 비해 많은 수의 음들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부분은 한 손으로 짚어야 할 음역이 넓어 연주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 오른손을 더 쉽게 연주할 수 있는 대안이 주석으로 제시되어있고,

연주자는 본인의 기량에 따라 편한 버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악보 23] 라헨만《어린이놀이》제 4곡 (마디21-22)

‘악보 23’에 제시된 오른손 코드는, 아래 ‘악보 24’에 제시된 방식대로

연주할 수도 있다.

[악보 24] 라헨만《어린이놀이》제 4곡 (마디21-22) 오른손의 대안

이 부분은 마디21-22를 대체연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인데,

종전의 작품에서는 음을 일부 생략하고 연주할 때에 관습적으로 외성을

유지하고서 내성을 빼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왼손으로 치는

음과 가장 잘 부딪히는 음을 살린 것이다. 이런 부분을 보면, 제시되는

코드는 선율이나 화성적인 기능을 위한다기보다는 충돌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음향소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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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의 강세로 시작하는 마디27-28은 ff의 강세로 연주해야하는 마디

21-22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음을 충돌시키는 모습이 보인다. 마디27-28

또한 수월한 연주를 위한 대안이 주석으로 제시되어있다.

[악보 25] 라헨만《어린이놀이》제 4곡 (마디27-28)

‘악보 25’에 제시된 오른손 코드는, 아래 ‘악보 26’에 제시된 방식대로

연주할 수도 있다.

[악보26] 라헨만《어린이놀이》제 4곡 (마디27-28)의 대안

이는 마디21-22의 대안인 ‘악보 24’와는 차이가 있다. 최고음은 그대로

남기고서 내성 중 하나를 뺀 것이 앞과 다른 점이다. 이는 마디21-22에

비해서 긴장도가 높아진 것을 표현하기 위함일 것이며, 왼손에서 오른손

의 최고음과도 부딪히는 음을 연주하고 있기에 위와 같은 형태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마디27-28은 음향의 중첩 정도나 음고, 강세 등

여러 면에서 마디21-22보다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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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의 확장, 페달의 사용으로 전과 다른 충돌을 보여주고 있는 마디

35-36은 양손의 강세변화가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하나의

작품 안에서 여럿의 소재가 무수히 많은 변화를 거치며 따로, 또 같이

전개되는 곳에서 ‘중첩’ 등의 구체음악적 면모를 다시금 느낄 수 있다.

마디36에서는 3/4+7/32의 박자표를 갖는 변박이 등장하는데, 이 마디의

역할은 엇박을 치는 왼손 코드의 위치를 정박으로 옮겨주는 것이다.

[악보 27] 라헨만《어린이놀이》제 4곡 (마디35-36)

마디37부터는 리듬의 분열은 일어나지 않고, 정박에 등장하는 코드의

강세가 변화하다가 점차 소멸되는 모습이 보인다. 이 과정에서 페달의

사용 및 해소, 묵음클러스터를 통한 배음을 통해 다양한 음향의 생성과

소멸을 들려주면서 곡을 끝맺는다.

[악보 28] 라헨만《어린이놀이》제 4곡 (마디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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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5. 제 5곡

이 곡은 왼손은 흑건, 오른손은 백건에서 음을 각자 5개씩 짚으면서

아주 강렬한 클러스터를 유발한다. 그 클러스터는 선행된 페달로 인해

극대화된 음향으로 등장하며, 이내 페달의 교체를 통해 조금 수그러진

음향을 들려준다. 그리고 같은 클러스터가 또다시 등장한다.

이 과정에서 선행 페달을 수반하고 강하게 충돌하여 울림을 극대화한

클러스터 음향, 페달이 교체되는 순간에 들리는 클러스터 잔향의 지속,

그리고 지속되던 클러스터 잔향이 페달의 사용으로 인해 증폭되는 것을

모두 볼 수 있다. 한정된 몇 개의 음만을 사용하면서 다채로운 조합을

제시하여 다양한 음향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기보와 독보의 편의를 위해 마디구성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반복횟수를 일러주는 박스를 도돌이표와 함께 표기한 것이 보인다. 잦은

반복이 등장하는 곡을 연주할 경우에 연주 중 반복횟수가 혼동되는 때가

더러 있는데, 혼동을 방지하고자 기억을 돕는 연주자만의 신호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연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악보 29] 라헨만《어린이놀이》제 5곡 (마디1-2)

마디2부터는 클러스터를 제시한 뒤 몇 개의 음만 잔향으로 남겨두는

모습이 보인다. 제 5곡의 제목을 번역하면 ‘필터 그네’인데 이를 두고서



- 56 -

‘필터’는 클러스터에서 몇 개의 음만 선택하여 잔향을 남겨두는 모습을,

‘그네’는 음향이 증폭하고 소실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가리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과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음향만을 선택적

으로 남기는 효과를 거두는 곳이다.

아래의 ‘악보 30’에 보이는 마디13부터 마디15까지는 선택되는 잔향이

점점 두터워지는 모습을 보이며, 이 부분에서는 음향이 점진적으로 확장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연주할 때에는 누르고

있어야 할 음과 떼어야 할 음이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도 있는데, 누르고

있어야 할 음의 운지를 적어두고 나머지는 다 떼낸다고 생각하는 것도

연주 중의 혼동이나 주저함을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악보 30] 라헨만《어린이놀이》제 5곡 (마디13-15)

‘악보 31’에서 보이는 마디16에서는 페달을 밟은 채로 앞서 반복되던

클러스터를 연주하고서 묵음클러스터를 짚는다. 그리고 지시된 곳에서

페달을 떼면 묘한 잔향이 남는다. 묵음클러스터의 위치는 마디마다 바뀌

는데, 이는 다양한 음향을 들려주려는 실험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겠다.

제 5곡 역시 잦은 반복이 나타나는 작품으로, 연주 중에 생략이 가능한

부분을 ‘Vi-de’로 표시하여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마디16의 주석에 따르면, 두껍게 칠해둔 오른손의 클러스터는 전처럼

양손으로 함께 움켜쥐어야 한다. 또, 낮은 음역의 묵음클러스터를 짚을

때에 한 손으로 검은 건반들을, 다른 한 손으로 흰 건반들을 짚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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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라헨만《어린이놀이》제 5곡 (마디16-19)

‘악보 32’에서 보이듯이 마디20-21에는 3화음 형태의 묵음클러스터가

제시된다. 그리고 마디22-23에는 그 묵음클러스터가 양손으로 분산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다른 음역에서 제시된다. 이는 이미 마디20-21에서

들었던 배음 음향 이외의 다른 배음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겠다. 마디22-23의 최상성부에서는 작은 8분쉼표가 등장하는데, 이는

보이는 악보가 2단 악보일지라도 음악의 층위는 3개 이상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작곡가가 남겨둔 표식이라 볼 수 있겠다.

또한, 이 곡에서는 클러스터를 sempre f로 지속적으로 강하게 연주할

것을 지시하는데 이는 배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음을 강하게

타건하면 약하게 타건할 때보다 배음이 풍부해지며, 때로는 기음보다 상

음이 더욱 활성화된다.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음색이 밝아지거나 명료해

지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악보 32] 라헨만《어린이놀이》제 5곡 (마디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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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48-51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두터워진 묵음클러스터가 등장하며

마디20-23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는 모습이 보인다. 곡의 첫 마디부터

마디51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클러스터가 같은 세기로 반복적으로 제시

되었다. 그리고 여과되어 들리는 잔향은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면서 곡

전반에 걸쳐 점차 증폭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디48-51에 등장하는

묵음클러스터는 C#부터 F까지의 반음덩어리로 이루어진 것으로, 앞서

등장하던 단음이나 3화음, 7화음 등으로 이루어진 잔향에 비하여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악보 33] 라헨만《어린이놀이》제 5곡 (마디48-51)

점차 고조되는 잔향을 통해서 축적되어오던 에너지는 마디52에서 그

정점을 찍는다. 이 부분에선 특징적인 기보법이 해설과 함께 등장한다.

악보상의 주석에 따르면 10개의 손가락으로 10개의 묵음을 누른 후에,

기보된 리듬에 맞춰 건반을 차례대로 놓아야 함을 알 수 있다. 기보된

음표는 음을 더 누르고 있으라는 지시가 아닌, 떼는 곳의 지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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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라헨만《어린이놀이》제 5곡 (마디52-56)

‘악보 34’에 보이는 마디52에서는 마지막 클러스터를 역시나 강하게

누른 후, C#부터 B♭까지의 모든 반음을 묵음으로 누르고 난 뒤, 정해진

타이밍에 한 음씩 사라진다. 음이 점차 사라지면서 단 한 음의 잔향이

남을 쯤 저음부에 묵음클러스터가 다시금 등장하고, 이 묵음클러스터의

배음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음 하나가 짧은 음가의 p로 명료하게 제시되

면서 곡이 마무리된다. 종결부의 긴 쉼표는 마지막 음을 연주하고서 그

잔향이 사라지는 과정을 충분히 들려주려는 작곡가의 의도가 엿보이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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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6. 제 6곡

이 곡은 어떠한 음을 sf로 강하게 타건한 직후, 같은 음을 pp의 묵음

으로 조용히 짚어서 잔향을 울려준다. 그리고 그 음은 '길게 지속시키는

음'로 계속 짚어서 울림이 지속되게끔 한다. 앞서 언급한 특수 주법에

대한연주 방법은 다음과 같이 악보에 정확하게 지시되어있다.

[악보 35] 라헨만《어린이놀이》제 6곡 (마디1-2)

‘악보 35’ 에 쓰인 노트는 아래 ‘악보 36’에 쓰인 방식으로 연주한다.

[악보 36] 라헨만《어린이놀이》제 6곡 (마디1) 특수주법의 해설

주석에 따르면, 기보된 음을 짧게 연주하고 바로 그 음을 다시 조용히

묵음으로 연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수 주법을 현대 그랜드피아노에서 연주하는 경우엔 피아노

액션의 이중이탈장치 작동원리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1820년 경 프랑스

악기 제작자인 에라르가 발명한 이중이탈장치는 현대 그랜드 피아노의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켰다. 이 장치는 어떠한 건반을 누르고서 완전히

떼기 전에 같은 건반을 또 다시 누를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이다. 이로

인하여 빠른 동음연타 등이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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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에서 제시된 특수주법도 일종의 연타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법을 구사하여 잔향만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라헨만의 음향적 실험이

돋보인다. 연타를 연주하며 '길게 지속시키는 음' 기법을 지속하는 점에

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악보에 연주자의 연주편의를 위하여

비교적 수월한 운지법이 제시되어있으니 이를 적극 참고하는 것이 좋다.

좋은 운지법은 대체로 연주를 용이하게 해주는 손번호를 의미한다.

다음에 제시된 ‘악보 37’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곡은 변박이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이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박이 어디인지 모호하게 느껴

지게끔 한다. 약박에서 예기치 못하게 등장하는 강한 음도 같은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악보 37] 라헨만《어린이놀이》제 6곡 (마디4-7)

다음 ‘악보 38’에서 보이는 구간은 최상층에서의 음 등장주기가 짧아

지면서 도입부에 비해 훨씬 세밀한 연주를 요구한다. *표식이 있는 마디

16의 첫 박과 두 번째 박 사이에 있는 독일어 주석을 해석해보면, 연주

되는 특수기법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두 번째 박에 나오는 오른손 음의

타건을 조금 망설여도 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 지시를 통하여 우리는

작곡가가 실제로 타건하는 음보다는 묵음으로 짚는 음향을 중시하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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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 라헨만《어린이놀이》제 6곡 (마디12-16)

‘악보 39’에서 보이듯이 마디25에서 마디26으로 넘어갈 때에 왼손의

묵음코드가 묵음클러스터로 바뀌는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며, 오른손이

연주하는 두 개의 층위에서는 배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강한 ff 타건과

정박을 모호하게 만드는 pp의 등장이 곡의 재미를 증폭시킨다.

[악보 39] 라헨만《어린이놀이》제 6곡 (마디25-29)

이 부분에서는 마치 두 가지 테이프를 겹쳐놓은 것과 같은 모습이

연상되며 구체음악에서 보이는 ‘중첩’의 영향을 다시금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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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의 종결부는 묵음클러스터의 배음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수차례의

강한 타건과 페달의 중첩, 그리고 이어지는 페달의 해소과 충분한 쉼표

뒤의 작은 p의 음을 통해 음향이 증폭되고 사라지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음향을 들려준다. 음향의 소실 뒤에 이어지는 짧은 pp음으로 마무리되는

장면에서 제 5곡의 종결부와 꽤나 닮아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악보40] 라헨만《어린이놀이》제 6곡 (마디30-34)

3. 2. 7. 제 7곡

이 곡은 묵음클러스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랜드 피아노

최상단의 반음 단 두 개만을 반복적으로 타건하는 작품이다. 최소한의

음소재와 리듬패턴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마치 미니멀리즘 음악을

연상케 하는 전개방식이다.

마디의 반복을 표기할 때는 기보와 독보의 편의성을 위하여 도돌이표

및 반복횟수를 표기하였다. p에서부터 fff까지 이르기까지의 폭넓은 강세

변화를 표현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연주해야 하는 부분의 박과 리듬에

얼마만큼의 여유가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놔야만 한계점에 섣불리 혹은

너무 늦게 도달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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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 라헨만《어린이놀이》제 7곡 (마디1-2)

아래에서 보이듯 마디7부터는 앞선 곡에서도 사용되었던 리듬적 페달

사용이 오른손의 악센트를 돕기 위한 장치로 다시금 등장한다. 위 구간

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박인 두 번째, 네 번째 박에 악센트가 등장하며

강박이 순간적으로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악보 42] 라헨만《어린이놀이》제 7곡 (마디7-8)

다음의 ‘악보 43’에서 보이는 구간은 제 7곡의 중에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언뜻 보기에는 앞서 제시된 부분들과 다를 바

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구간 전반에 걸쳐서 p에서 fff까지

서서히 커져야한다는 것이 앞과 다른 점이다. 반복하는 내내 크레센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주의사항으로도 명시되어있다. 이런 경우는 마디의

반복횟수를 파악하고서 크레센도를 몇 단계에 걸쳐서 나타낼 지를 연습

과정에서부터 예측해두는 편이 연주에 도움이 된다.



- 65 -

[악보 43] 라헨만《어린이놀이》제 7곡 (마디13-14)

‘악보 44’에서 보이는 마디15-16은 약박에서 강한 fff음을 등장시키고

페달을 사용함으로써 강렬한 충돌효과를 야기한다. 약박에만 의도적으로

강한 음을 배치함으로써 강박의 위치를 모호하게 느껴지게 한다. 집중력

이나 체력의 과한 소모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곡가가 악보 서문에서

지시한 바에 따라서 ‘Vi-de’로 묶여있는 범위를 생략하여 연주할 수도

있다.

[악보 44] 라헨만《어린이놀이》제 7곡 (마디15-16)

‘악보 45’의 마디31은 총 여섯 번을 반복 연주해야 하는데, 마디32에

이르러서 fff를 맞이하기까지의 크레센도 단계를 임의로 나눠 계획해두면

너무 일찍 혹은 너무 늦게 fff라는 강세에 이르는 일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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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라헨만《어린이놀이》제 7곡 (마디31-32)

‘악보 46’에는 마디1-2에서 제시되었던 p에서부터 fff까지의 급진적인

크레센도와 그와 대비되는 p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듯하나. 약간은 다른

리듬패턴으로 제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ff와 p의 순간적인 대비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손을 제자리로 돌리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과도한 릴렉스 동작은 절제하는 것이 좋고, 관성적인 타건을 지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악보 46] 라헨만《어린이놀이》제 7곡 (마디33-34)

다음의 ‘악보 47’에서는 그간 짧은 주기로 무수히 많은 반복과 변화를

거쳐온 반음 음정의 충돌음이 종결부에 이르러 긴 주기를 갖고서 반복적

으로 등장한다. 곧바로 이어지는 리듬적 페달과 긴 쉼표도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마디38의 음, 마디39의 페달은 각각 ad lib. 지시가 있으므로

연주자가 원하는 만큼 반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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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7] 라헨만《어린이놀이》제 7곡 (마디38-40)

마지막에 나오는 별도의 온쉼표 마디는 한 마디에 걸쳐 남은 음향이

모두 사라지는 것까지 보여주려는 작곡가의 의도가 돋보인다. 그리고 그

여운이 너무 길어지지는 않게끔 끝마디에는 도돌이표를 쓰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끌어 곡의 긴장감이 반감되지

않는 선에서 연주를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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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본 논문은 헬무트 라헨만의 ‘기악구체음악’과 음향소재의 확장에 큰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라헨만이 쓴 피아노를 위한 기악구체음악 작품인

《어린이놀이》(Ein Kinderspiel, 1980)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라헨만의 기악구체음악 작품인 《어린이놀이》에서는 ‘묵음클러스터’,

‘길게 지속시키는 음’, ‘리듬적인 페달 사용’ 등, 흥미로운 특수주법들이

다수 등장한다. 악기를 다룰 때 기존 관습 하에서 다루던 악음(樂音)만을

다루지 않고 특수한 기법을 마음껏 구사하며 ‘구체적인’ 소리를 담았다는

음악미학은 당대뿐 아니라 현 시대에도 꽤나 낯선 개념일 수 있다.

소음을 음향소재로 활용한 구체음악적 면모를 전통적인 악기의 영역

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기악구체음악’이라는 장르가 확립되었다. 여기서는

악기가 낼 수 있거나 내야만 하는 소리의 범위를 한정되지 않고 악기가

가진 가능성이 보다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현대 음악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간 ‘자연스러운 음악’이라고 여겨온 작품

들이 실은 그저 ‘익숙한’ 전통음악에 그칠 수도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20세기 아방가르드의 영향, 음향소재 확장, 구체음악과

기악구체음악, 라헨만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연주자적 관점에서 해설하는

것 또한 목표로 하였다. 피아노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되던 악기들이

각자 지닌 저마다의 가능성과 잠재성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본 논문이

그간 낯설게 느껴진 현대 음악작품 레퍼토리나 피아노 주법 등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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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ecial Piano Technique and

Expansion of Sound Material of

Musique Concrète Instrumentale

- Focusing on Helmut Lachenmann’s

《Ein Kindersp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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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20th century, attempts to expand the usage of sounds

outside of the tonal system were made, and noise other than musical

sound began to be used as sound material. Influenced by “musique

concrète,” the product of bruitismus composition, Helmut Lachenmann

established his own domain of “musique concrète instrumentale" by

utilizing the concept of musique concrète to the existing musical

instrument. In his works, he tried to incorporate the sounds like noise

into music, such as by scratching the side of the keyboard with

fingernails and using the pedal rhythmically. Meanwhile, not only he

dealt with noise, but also existing ton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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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discusses musique concrète instrumentale with a focus

on analysis of Lachenmann's 《Children's Play》 (Ein Kinderspiel,

1980), a musique concrète instrumentale for the piano. Although tonal

elements appear in this work, an acoustic approach is required for

interpretation rather than within the tonal system. This is because it

will be difficult to fully interpret the work that has expanded the

scope of sound materials for acoustic diversity only from the logic of

the tonal system.

The small pieces in the work show their own experimental

aspects. The first piece uses all 88 piano keys. The second piece

uses pedals rhythmically. The third piece features silent clusters

accompanied by sostenuto pedals. The fourth piece uses collision and

cross of the sound of black keys pressed with the left hand and the

sound of white keys pressed with the right hand. The fifth piece

selects only the selected sound after the occurrence of strong

clusters. The sixth piece places silent notes immediately after the

strong stroke. And the seventh piece repeatedly uses only two white

keys at the top of the keyboard. These kinds of points reveal his

musical aesthetics and experimental thinking.

This thesis discusses musique concrète and musique concrète

instrumentale and examines the special technique of the piano and the

expansion of sound material. In this process, the acoustic techniques

shown in Lachenmann's 《Children's Play》 were intensively

analyzed. In the process, the goal is to propose an effective

performance method from a performer's point of view, briefly

mentioning the background knowledge such as harmonics, sound

structure of the piano be aware of in order to effectively express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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