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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듀엣 문헌 연구 및 교수방법
양지
본 연구는 교육적 목적과 사교적 음악 행사를 위해 작곡되었던 피아노 듀엣 원곡(original piano duets)에 대한 전반
적인 소개와 바람직한 교수법을 제공함으로서 국내 피아노 교육자들이 초급 및 중급 과정의 듀엣 지도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8세기 대표적인 작곡가 모차르트의 연주를 시작으로 발전된 피아노 듀
엣은 약 150여 년 동안 황금기를 이루었으며, 당시 작곡가들의 의도와 본질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원곡들을 난이도별로
학습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맥그로(C. McGraw)가 듀엣 문헌을 목록화한 자료에서는 약
100여 가지의 듀엣 원곡 모음집(collection)들이 발췌되었으며, 3권 이상의 난이도로 분류된 모음집들은 총 5가지로 정
리되었다. 특히 초급에서 고급 초기에 이르는 10가지 난이도로 구성된 듀엣 모음집『Masterwork Classics Duets』에서
는 약 12개 국적의 50여명의 작곡가들이 쓴 다양한 스타일의 듀엣 원곡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피아노 듀
엣 전문가들은 듀엣 지도에서 두 연주자간의 다이나믹과 소리의 균형에 유념하고, 서로 동일한 음악적 아이디어를 공
유하며, 시간적 문제에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내 피아노 교육 현
장에서도 교육용 듀엣 원곡 작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학습자들에게 듀엣 명곡을 연주할
값진 무대의 기회들이 더욱 다양하게 장려될 수 있기를 바란다.
* 검색어: 피아노 듀엣, 원곡, 교육용 문헌, 피아노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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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들어가면서
‘피아노 듀엣(piano duets)’은 두 명의 연주자가 한 대의 피아노에서 함께 연주하는 형태로, 한
대의 피아노와 네 손을 위한(one piano four hands) 작품의 장르를 뜻한다(Hinson 2004, 42). 또한
‘듀엣티스트(duettist)’는 피아노 듀엣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를 의미하고, 반대로 ‘듀오 피아니스
트(duo pianist)’는 두 사람이 두 대의 피아노로 연주하는 형태에서의 피아니스트를 의미한다
(Weekley·Arganbright 1996, 2). 피아노는 독주 악기로서의 역할과 역량이 독보적이지만, 피아노
듀엣은 리허설에서부터 무대에 오르기까지 두 연주자가 서로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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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특별한 즐거움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르이다. 특히
어린 학습자들이 파트너와 함께 듀엣을 연주하게 되면 본인이 독주자로 연주할 수 있는 작품의
역량보다 더 넓은 음역과 풍부한 색채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되면서 피아노 학습에 더욱 큰 흥
미와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은 학습자들이 되도록 일찍 독주 레슨과 더불어
앙상블 레슨을 생활화 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하며, 피아노 듀엣 지도 시에 앙상블에서 요구되는
학습자들의 음악적 소양과 연주력을 폭넓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인 통찰력을 겸비하여야
한다. 좋은 피아노 듀엣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황과 난이도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는 다
양한 듀엣 작품들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초급 및 중급 학습자들이 피아노 듀엣 황금기에 작곡
된 거장들의 듀엣 원곡(original piano duets)을 연주한다는 것은 당대의 숭고한 음악을 접할 수 있
는 값진 기회이자, 이 장르의 시대적 이해와 음악적 가치를 되새겨보는 매우 귀중한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피아노 교육 현장의 지도자들이 초급 및 중급 난이도의 듀엣
원곡 문헌에 대한 전문적인 안목을 갖추고 핵심적 교수 전략을 구축하여 실제 듀엣 교육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법
최근 국내에서 초급 및 중급 학습자들의 교육용 피아노 독주 작품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들을 위한 듀엣 원곡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크게 조명 받고 있
지 못하다. 하지만 피아노 듀엣의 선구자인 모차르트를 비롯한 18-20세기 작곡가들이 그들의 음악
적 의도를 온전히 반영한 듀엣 원곡들은 당시 음악의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특징을 이해하며 앙
상블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지난 2010년에 조사된 국내
피아노 앙상블 교재 현황에 따르면, 다양한 피아노 듀엣과 듀오 작품들을 포함한 약 25가지 교육
용 피아노 앙상블 모음집들이 국내에서 보급 중인 것으로 정리 되었다(유승지 2010, 180). 하지만
그 중 교육용 피아노 듀엣 원곡들을 실은 모음집들은 상지원을 통해 1999년 수입 및 번역 출판된
“듀엣 명곡집”과 뮤직트리에서 약 9곡의 듀엣 작품을 실은 “두오 콜렉션”등 몇몇 소수의 교재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듀엣 콩쿨이나 연주회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선정된 작품들을 실은 듀엣 모
음집들이 출판되어 구입과 사용이 용이하지만, 교육자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작곡가들의 듀엣 원
곡들을 폭넓게 이해하고 초급 및 중급의 난이도를 체계화하여 학습자들의 여러 상황과 목적에 맞
게 적절히 활용하기에는 그 작품의 난이도와 구성이 매우 제한적이고 협소하다. 따라서 국내 피아
노 지도자들이 초급 및 중급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피아노 듀엣 원곡 문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이해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난이도의 듀엣 원곡
문헌에 대한 소개와 분석을 제시하여 피아노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바람직한 듀엣
학습의 활성화를 장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피아노 듀엣의 역사 및 듀엣 학습의 교육적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고, 맥그
로(C. McGraw)가 수집한 피아노 듀엣 원곡의 난이도별 모음집들을 조사한 후, 가장 최근에 코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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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G. Kowalchyk), 랭캐스터(E. L. Lancaster), 마그라(J. Magrath)가 선곡하여 출판된 교육용 피아
노 듀엣 원곡 모음집인『Masterwork Classics Duets, Level 1-10』에 실린 작품들을 살펴본다. 수
많은 피아노 듀엣 작곡가들의 명작들을 난이도별로 정리하여 분석하고, 대표적인 피아노 듀엣 연
주자들, 저자들, 그리고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피아노 앙상블 지도의 핵심적인 논점들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작품 분석을 위한 난이도 체계는 마그라(J. Magrath)의 레벨링(leveling) 1-10과 맥그
로(C. McGraw)의 레벨링 E-A(Elementary to Advanced, 초급에서 고급)의 범위를 병행하여 사용
하였다. 맥그로(C. McGraw)의 난이도는 초급(Elementary, 이하 ‘E’), 중급(Intermediate, 이하 ‘I’),
그리고 고급(Advanced, 이하 ‘A’)으로 분류한다. <표 1>과 같이 마그라(Magrath)의 10단계 레벨
을 기준으로 맥그로(McGraw)의 레벨을 비교하였을 때, 마그라의 레벨 1-2는 맥그로의 초급, 레벨
3-8은 중급, 그리고 레벨 9-10은 고급 초기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 교육용 피아노 듀엣은 마그
라의 레벨 1-10에 해당하는 초급에서 고급 초기 난이도의 작품들을 의미하므로 피아노 전공생이
나 전문 피아니스트들이 주로 연주하는 고급 초기 이후 난이도의 듀엣 작품들은 연구 조사 대상
에서 제외되었다. 국내 피아노 교육자들이 교육용 듀엣 작품에 대한 식견을 구체적인 난이도별로
폭넓게 갖추고 다양한 듀엣 지도를 위한 이상적인 교수법을 이해하여 실제 그들의 교육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표 1> 맥그로(McGraw)와 마그라(Magrath)의 난이도 비교

McGraw
Magrath

레벨(level)

초급
(Elementary)
1

2

중급
(Intermediate)
3

4

5

6

고급 초기
(Lower Advanced)
7

8

9

10

Ⅱ. 피아노 듀엣의 역사와 의의
1. 피아노 듀엣의 역사
건반 듀엣의 장르는 17세기 초반에서 중반 경, 두 사람이 한 대의 건반악기를 연주하는 최초의
두 작품, 칼턴(N. Carlton)의『A Verse for Two to Play』와 탐킨스(T. Tomkins)의『A Fancy for
Two to Play』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약 다섯 옥타브의 음역을 가진 건반악기인 하프시코드를 위
한 두 작품들은 코랄 테크닉을 기반으로 하여 도입 프레이징과 모방적 패시지의 교차 진행으로
통일성을 추구하였으나, 최초의 건반 듀엣 작품으로서 잠시 일시적으로 주목을 받는데 그쳤다
(Ferguson 1946, 36). 하지만 피아노 듀엣은 18세기의 모차르트(W. A. Mozart), 바흐(J. C. Bach),
버니(C. Burney), 클레멘티(M. Clementi) 등에 의하여 성공적인 역사의 발판을 구축하게 된다. 특
히 모차르트는 그의 나이가 9살이던 1765년 5월 13일에 런던에서 그의 누이, 나넬(Nannerl)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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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그의 첫 번째 듀엣 작품,『Sonata in C, K. 19d』(C 장조 소나타, 작품 19d)를 연주하면서 최
초의 듀엣 리싸이틀로 피아노 듀엣 장르의 역사를 열었다(Weekley·Arganbright 1996, 4). 모차르
트의 듀엣 소나타 작품 19d는 주제 선율과 스케일적 패세지의 전반적인 전개에 있어서 그가 런던
에 머물던 당시 존경했던 바흐(J. C. Bach)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1777년, 버니(C. Burney)는 피아노 듀엣 연주의 통찰력을 다룬『Two Sonatas or Duets for Two
Performers on One Piano-Forte or Harpsichord』를 발표하여 존경받는 음악가이자 학자로 인정
받음과 동시에 피아노 듀엣이 예술적 장르로서 높은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McGraw 2016, xiii).
사교적 문화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19세기, 두 사람이 한 대의 피아노에 앉아 가끔은 제1주자
(first part)의 왼손과 제2주자(second part)의 오른손이 서로 교차하며 연주하기도 했던 피아노 듀
엣은 당시 젊은이들이 이성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로 여겨지면서 사회적으로 더욱
활발히 번성하게 되었다(Ferguson 1995, 36). 특히 19세기 초반의 나폴레옹 전쟁 이후, 음악 및 피
아노가 부유층과 여성들의 여가 생활로 확산되면서 가정에서의 피아노 보급률이 급속히 높아졌고,
교육적 목적 혹은 가정에서 열리는 음악 행사를 위하여 연주되는 주옥같은 피아노 듀엣 작품들이
큰 인기를 누렸다. 또한 모차르트와 함께 피아노 듀엣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손꼽이는 슈베르트
(F. Schubert)는 13살 때부터 두 연주자 사이에 긴밀한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실내악 스타일의 듀
엣 작품들을 작곡하여 19세기 피아노 듀엣 장르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 후로도 브람스(J.
Brahms)를 비롯하여 드보르작(A. Dvořák), 그리그(E. Grieg), 드뷔시(C. Debussy), 포레(G. Fauré)
등 훌륭한 작곡가들의 깊은 관심으로 피아노 듀엣은 오랜 시간동안 전성기를 누렸으나, 20세기에
는 레코딩,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발달과 더불어 진보적인 사회 풍토로 인해 사교적 목적을 위해
연주되었던 듀엣의 필요성이 다소 감소되었다(Lubin 1976, 4).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피아노 듀엣
은 모차르트의 작품서부터 다양한 스타일로 편곡된 듀엣 작품들까지 유용한 피아노 교육의 장르
이자 전문 연주자들이 즐겨 연주하는 친숙한 장르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2. 피아노 듀엣의 교육적 의의
모차르트와 슈베르트는 본인의 학생들에게 듀엣 작품들을 즐겨 연습하게 하였고, 베토벤(L.
v. Beethoven)은 그의 조카의 선생이었던 체르니(C. Czerny)에게 조카를 위해 피아노 듀엣 레슨

『

을 병행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었으며, 슈만(R. Schumann)은 그의 저서 Eighty-eight Rules for

』

Young Beginners 에서 어린 학생들은 절대로 피아노 듀엣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Weekley·Arganbright 2007, 20).

피아노 듀엣티스트(duettists)인 위클리(D. Weekley)와 아르간브라이트(N. Arganbright) 부부는
피아노 듀엣의 위대한 작곡가이자 스승이었던 모차르트와 슈베르트를 비롯한 수많은 작곡가들이
피아노 교육에서 듀엣 학습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고 전한다. 이 부부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무대로 약 50년 이상 함께 활동해온 대표적인 듀엣 팀이며, 피아노 듀엣 관련 다양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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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모음집을 출판하는 등 피아노 듀엣 교육이 괄목할만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많은 영향
을 주었다. 한편, 미국 내 수많은 도시에서는 초급 및 중급 학습자들에게 듀엣 학습과 연주 경험
의 기회를 장려하고자 다양한 피아노 듀엣 콩쿨과 페스티벌들이 열리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음
악교사협회(Music Teachers National Association, 이하 MTNA)는 2007년부터 MTNA 콩쿨에 ‘피
아노 듀엣(one piano/four hands)’부문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현재 MTNA 듀엣 콩쿨은 위클리와
아르간브라이트의 후원 아래, 11-18세의 학습자들이 총 두 시대 이상의 작품을 포함하는 30분의
듀엣 프로그램을 연주하도록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매해 열리는 MTNA의 학술대회에
서는 참관하는 피아노 교사들에게 편곡자들이 직접 준비해온 듀엣 작품들을 초견으로 함께 연주
하고 토론하는 세션을 기획하기도 했다(Wenger 2007, 2). 이와 같은 운영과 기획은 미국의 교육자
들이 피아노 듀엣 지도에 보다 흥미로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동기를 마련
해주어 듀엣 교육의 중요성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설적인 작곡가들과 교육자들이 학습자들의 피아노 듀엣 학습을 강조하고 그 발전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기울이는 이유는, 바로 피아노 앙상블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특별하고 값진 음악적
학습 효과에서 비롯된 것이라 사료된다. 듀엣 연주라는 앙상블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은 학
습자들에게 피아노 학습에 대한 건강한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긍정적인 학습
환경은 학습자들이 피아노에 더욱 흥미를 가지고 학습을 이어 나아가고자 하는 유익한 계기로 작
용될 수 있다(Gallaway·Kirchner 2012, 18).
무엇보다도 피아노 듀엣 학습이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의의를 음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듀엣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우선적으로 학습자들은 피아노 듀엣 학습에서 상대방의 연주를
들으면서 동시에 본인의 파트를 연주하는 연습 과정을 통하여 음악을 더욱 최선을 다해 섬세하게
들으려는 습관을 가지고 귀를 발달시킬 수 있으며, 이는 추후에 독주 작품을 연주할 때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위클리와 아르간브라이트는 “파트너와 함께 듀엣 작품을 연주할 때에
는 설령 어떤 실수가 일어나더라도 도중에 멈추지 않고 그 음악적 템포를 유지하며 연주를 계속 이
어 나아가는 훈련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연습이 학습자들의 초견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
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Weekley·Arganbright 2007, 5). 특히 듀엣 연주 시에는 파트
너와 여러 가지 음악적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충분히 상의하고 공유하게 되면서 음
악에 대한 폭넓은 해석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연주자가 서로의 소리와 음악을 들으
며 조화롭게 맞추어가야 할 논점들로는 어느 정도의 템포로 연주할 것인지, 다이나믹과 소리의 균
형은 서로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어떤 파트가 주제 선율을 더 노래할 것인지, 정확
한 리듬을 동일한 길이와 느낌으로 연주하고 있는지, 스타카토, 슬러, 액센트 등을 포함한 아티큘레
이션은 얼마만큼의 길이와 톤으로 표현할 것인지, 루바토를 포함한 호흡적 타이밍은 얼마만큼 이완
하며 진행할 것인지, 페달은 누가 어떻게 밟을 것인지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듀엣 연주자는 서
로 섬세하면서도 명확한 목적과 확신이 있는 언어로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들을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Pridonoff 2007, 62). 즉, 학습자들은 독주 학습에서와는 달리 듀엣 리허설을 통하여
음악을 자신만의 구체적인 언어로 구사하고 묘사하는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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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은 학습자들이 파트너와 함께 하나의 음악을 느끼고 노래하는 즐거운 환경에서 음악으로 소통하
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으므로 교육적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Ⅲ. 교육용 피아노 듀엣 원곡 모음집
1. 난이도별 피아노 듀엣 원곡 모음집
저명한 음악학자이자 작곡가였던 맥그로(C. McGraw)는 1981년, 작곡가의 원곡이 실린 피아노
듀엣 작품들을 수집하여 목록화 하였고, 최근 2016년에 피셔(C.·K. Fisher)에 의해 개정된『Piano
Duet Repertoire: Music Originally Written for One Piano, Four Hands』(이하 PDR)가 출판되었
다. PDR의 개정판에는 이미 절판된 모음집들을 포함하여 네 손을 위한 듀엣 원곡 모음집, 총 100
가지 이상의 시리즈들이 목록화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3권 이상의 난이도별로 분류된 듀엣 모음
집들을 <표 2>에 출판연도 순으로 정리하였다. 단, 편곡 작품이 함께 실린 모음집이나 현존하는
편저자에 의해 작곡된 듀엣 모음집, 혹은 난이도의 구분 없이 시대별 혹은 작곡가별로 분류된 모
음집들은 제외하였다. 맥그로(McGraw)의 난이도인 초급(E), 중급(I), 그리고 고급(A) 중, 조금 쉬
운 초급 레벨은 낮은 초급(Lower Elementary, 이하 ‘LE’), 조금 어려운 중급 레벨은 높은 중급
(Upper Intermediate, 이하 ‘UI’)이라고 표기한다. 또한 한 작품 안에서 제1주자와 제2주자의 레벨
이 다를 경우에는 두 파트의 악보 위치와 동일하게 왼쪽에 제2주자의 레벨을, 오른쪽에 제1주자의
레벨을 표기한다. 예를 들어, 제1주자의 레벨이 ‘초급’, 제2주자의 레벨이 ‘낮은 중급’이면 ‘LI/E'
라고 표기한다(McGraw 2016, xxi).
<표 2> 난이도별 피아노 듀엣 원곡 모음집

편저자

피아노 듀엣 모음집

권수

난이도: E-A

출판사

출판연도

5

1-2권: E-UE
3권: UE-LI
4권: LI
5권: I

NY:
Belwin

NY: CMS
Piano
Library

1961-76

NY: Carl
Fischer

1975

L. Podolsky

Duet Playing,
Volume 1-5

P. Zeitlan
& D. Goldberger

The Duet Books,
Book 1-4

4

1권: E
2권: UE,
3권 UE-LI
4권: LI-I

L. F. Olson,
L. Bianchi
& M. Blickenstaff

Music Pathways: Ensemble,
Three to Five

3

3권: UE-LI
4권: LI
5권: L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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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D. Weekley
& N. Arganbright

G. Kowalchyk,
E. L. Lancaster
& J. Magrath

피아노 듀엣 모음집
Duet Repertoire,
Level Four to Nine

Masterwork Classics Duets,
Level 1-10

권수

난이도: E-A

출판사

출판연도

6

4권: UE-LI
5-6권: I
7-8권: UI
9권: UI-LA

San
Diego:
Neil A.
Kjos

1999

10

1-2권: E-UE,
3-4권: UE-I,
5-6권: I
7-8권: UI-LA
9-10권:LA

CA:
Alfred
Music

2013-15

<표 2>와 같이 난이도에 의해 3권 이상으로 구성된 총 5개의 피아노 듀엣 원곡 모음집들 중,
가장 오래된 모음집은 약 64년 전, 1954년 벨윈사(Belwin)를 통해 총 5권으로 출판된 포돌스키(L.
Podolsky)의 『Duet Playing』시리즈이다. 맥그로의 난이도 체계에 따르면, 포돌스키는 1,2권에
초급에서 높은 초급, 3,4,5권에 각각 높은 초급에서 낮은 중급, 낮은 중급, 그리고 중급 레벨에 해
당되는 피아노 듀엣 원곡들을 실었다. 또한 1961년부터 1976년에 걸쳐 CMS 피아노 출판사(CMS
Piano Library)를 통하여 출판된 제이틀란(P. Zeitlan)과 골드버거(Z. Goldberger)의『The Duet
Book』은 총 4권에 걸쳐 초급에서부터 중급 레벨에 해당되는 피아노 듀엣 원곡들을 난이도별로
제공하였다.
다음은 교육용 피아노 교재들 중, 난이도별로 레슨 교재, 이론 교재, 테크닉 교재, 앙상블 교재
등을 종합적으로 엮은 시리즈에서 앙상블 작품집이 보충 교재로 사용된 예이다. 1975년 칼 피셔
사(Carl Fischer Music)에서 출판된 올슨·비앙키·블리큰스텝(L. F. Olson, L. Bianchi & M.
Blickenstaff)의『Music Pathways』와 1999년 Kjos사(Neil A. Kjos)에서 출판된 위클리와 아르간
브라이트(D. Weekley & N. Arganbright)의『Duet Repertoire』가 있다. 즉, 올슨은『Music
Pathways』시리즈의 듀엣 모음집을 높은 초급 레벨에 해당되는 3권부터 중급 레벨에 이르는 5권
에 실어 총 3권으로 엮었고, 위클리는『Duet Repertoire』를 높은 초급 레벨인 4권부터 낮은 고급
레벨인 9권까지 총 6권에 실었다.
마지막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알프레드사(Alfred Music)를 통해 출판된 코왈칙·랭캐스
터·마그라(G. Kowalchyk, E. L. Lancaster & J. Magrath)의 『Masterwork Classics Duets』(이하
MCD)는 18-20세기에 이르는 다양한 작곡가들의 훌륭한 피아노 듀엣 원곡들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교재에 실린 모든 듀엣 작품들은 마그라(J. Magrath)가 그의 저서『The P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 and Performance Literature』에서 소개 하였던 10단계 난이도(Level 1-10)를
사용하여 총 10권의 듀엣 시리즈로 제작되었다. 실제로 작품을 듀엣 지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악
보 구입이 용이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하였을 때, MCD는 수입 악보이나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구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MCD는 교육자들이 고전에서 초기 현대에 이르는 거장들의 피아노 듀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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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곡들을 손쉽게 선정하여 지도하는데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피아노 듀엣 작품의 난이도별 활용성
음악적 깊이와 표현력이 수반되는 연주의 난이도를 숫자적 레벨로 규정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테크닉의 구조적 특징들을 눈으로 관찰하여 작품의 구체적인 난이도를 파악하고 분류
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시기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작품을 제공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
다. 마그라(J. Magrath)는 “아직 어려운 작품을 연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약 3-9 레벨의 중급 학습
자들에게는 그들의 음악적 개념과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 적절한 난이도의 고전 명작들의 학습이
요구된다.”며 중급 문헌의 난이도별 활용성을 강조하기도 했다(Magrath 2018). 따라서 지금까지
출판된 교육용 듀엣 모음집들 중 가장 세부적인 난이도를 기준으로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담은 MCD를 참고로 하여 피아노 듀엣 원곡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Masterwork Classics Duets』의 레벨별 작품 목록
M.1)
1

2

3

4

5

6

레벨

Mc.2)

작곡가

작품명

I/E

C. A. Cui (1835-1918)

10 Pieces on Five Notes, Op. 74

I/E

J. Löw (1834-1886)

Teacher and Pupil, B. 1

I/E

A. Sartorio (1853-1936)

I/UE

E. Becucci (1845-1905)

Ingenuitá, Op. 308

LI/E

H. Berens (1826-1880)

Melodious Exercises, Op. 62

LI/E

A. Foote (1853-1937)

12 Duets on Five Notes

UE - LI

C. Gurlitt (1820-1901)

18 Short Pieces, Op. 136

E - LI

H. Wohlfahrt (1797-1883)

Children's Musical Friend, Op. 87

I/E - LI

I. Stravinsky (1882-1971)

Five Easy Pieces

LI

A, Beach (1867-1944)

Summer Dreams, Op. 47

LI / UE

A. Diabelli (1781-1858)

Pleasure of Youth, Six Sonatinas, Op. 163

I

I. Moscheles (1794-1870)

Daily Studies on Harmonized Scales, Op. 107

I

Z. Fibich (1850-1900)

Golden Age; Children's Pieces, Op. 22

LI - I

W. A. Mozart (1756-1791)

Sonata in C Major, K. 19d

LI

C. Reinecke (1824-1910)

Variations on the C Scale, Op. 122b, No. 5

I

L. Janáček (1854-1928)

Moravian Dances, Trojky

I

D. G. Türk (1756-1813)

120 Tonstücke, The Storm

I

C. M. v. Weber

30 Instructive & Melodious Piano Duets, Op.
432

Six Pieces, Op. 3, No. 1 Sonatina in C Major

(1786-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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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7

레벨

9

10

작곡가

작품명

I

C. Czerny (1791-1857)

Sonatina in G Major, Op. 156

I

A. Arensky (1861-1906)

Twelve Pieces, Op. 66

UI

E. Poldini (1869-1957)

5 Vortragsstucke, Op. 13, No. 2, Adalusierin

UI
8

Mc.2)

L. v. Beethoven

Sonata in D Major, Op. 6

(1770-1827)

UI

C. Debussy (1862-1918)

Petite Suite, En bateau

UI

E. Grieg (1843-1907)

Norwegian Dance, Op. 35, No. 2

UI

A. André (1775-1842)

Two Divertissements, Op. 19

LA

G. Bizet (1838-1875)

Children's Games, Op. 22 No. 2

LA

F. Schubert (1797-1828)

LA

J. Brahms (1833-1897)

Hungarian Dance, Book 1, No. 5

LA

A. Dvořák (1841-1904)

Slavonic Dance, Op. 46, No. 8

UI

G. Fauré (1845-1924)

Dolly, Op. 56, No. 6

Three Marches Militaires, Op. 51, No. 1; D.
733

<표 3>에는 10단계 난이도로 분류되어 총 10권으로 이루어진 MCD 모음집에서 각 레벨별로
작품 3곡씩을 발췌하여 총 30곡을 정리하였다. 마그라(Magrath)의 레벨을 적용한 MCD에서 레벨
1-2로 분류된 대부분의 작품들은 맥그로의 초급 레벨에 해당하며, 제1파트(primo)는 학생이, 제2
파트(secondo)는 교사가 연주할 수 있는 난이도로 구성된다. 제1파트의 학생은 주로 다섯 손가락
위치(five finger pattern)에 고정되거나 조금 더 확장된 구조로 양손이 단선율을 병진행하거나 가
끔은 양손이 서로 다른 음을 연주하여 화음을 이룬다. 중급의 시작인 레벨 3-4에서 대부분의 작품
들은 오른손과 왼손이 멜로디와 반주의 형태로 연주되며, 16분음표와 셋잇단음표가 등장하고 손
가락 번호를 자주 바꾸거나 손의 위치가 빈번하게 이동하는 패세지들이 증가한다. 레벨 5-6에서는
작품의 길이가 조금 더 확장되며, 아티큘레이션이 더욱 섬세해지고 프레이징 구조도 다양해진다.
또한 레벨 7-8은 장식음과 지속음이 증가하고 음역 사용이 확장되며 템포 변화 및 루바토의 사용
이 더욱 풍부해진다. 마지막으로 레벨 9-10은 초기 고급 단계로 큰 코드와 옥타브 음역 이상의 넓
은 선율적 패세지들, 더욱 역동적인 리듬과 다이나믹의 변화가 전개되며 전반적인 음악적 표현의
규모가 훨씬 더 방대해진다. 이처럼 교육용 피아노 듀엣 문헌을 통해 초급 및 중급 학습자들은 여
러 다양한 테크닉들을 체계적인 난이도별로 학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은 듀엣 작품을
통하여 독주곡에서만큼이나 다양한 여러 음악적 특징과 스타일을 두루 학습할 수 있는데, 작품의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들 중 하나는 바로 작곡가들의 국가적 성향에 따른 것
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표 4>에는 MCD를 참고로 18세기에서 20세기 초반, 훌륭한 교육용 듀
1) 마그라 (J. Magrath)의 학습 난이도, 레벨 1-10.
2) 맥그로 (C. McGraw)의 학습 난이도, 초급-고급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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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 작품들을 발표하였던 저명한 총 50명의 작곡가들의 국가별 분포도를 출생연도 순으로 정리하
여 학습자들을 위한 국가별 듀엣 작품 선정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 『Masterwork Classics Duets』에 실린 작곡가들의 국가별 분포도
국적

작곡가

F. A. Hoffmeister(1754-1812), D. G. Türk(1756-1813), L. v. Beethoven(1770-1827), A.
André(1775-1842), C. M. v. Weber(1786-1826), J. P. Pixis(1788-1874), H.
독일

Wohlfahrt(1797-1883), F. Mendelssohn(1809-1847), F. Schumann(1810-1856), R.
Volkman(1815-1883), F. Spindler(1817-1905), C. Gurlitt(1820-1901), L.
Köhler(1820-1886), T. Kirchner(1823-1903), C. Reinecke(1824-1910), H.
Berens(1826-1880), J. Brahms(1833-1897), A. Sartorio(1853-1936), O. Fried(1871-1941)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W.A. Mozart(1756-1791), A. Diabelli(1781-1858), C. Czerny(1791-1857), F.
Schubert(1797-1828), A. Bruckner(1824-1896), R. Fuchs(1847-1927)
I. Moscheles(1794-1870), F. Bendel(1833-1874), J. Löw(1834-1886), A.
Dvořák(1841-1904), Z. Fibich(1850-1900), L. Janáček(1854-1928)
G. Bizet(1838-1875), G. Fauré(1845-1924), C. Debussy(1862-1918), M.
Ravel(1875-1937), J. Ibert(1890-1962)

러시아

C. A. Cui(1835-1918), A. Arensky(1861-1906), I. Stravinsky(1882-1971)

덴마크

N. W. Gade(1817-1890), L. Schytte(1848-1909)

미국

A. Foote(1853-1937), A. Beach(1867-1944)
J. Field(1782-1837), E. Grieg(1843-1907), E. Becucci(1845-1905), M.

기타

Moszkowski(1854-1925), E. Poldini(1869-1957); 이름 순서대로 아일랜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국적 미상

F. Grimaldi(연도미상), A. Landry(연도미상)

작곡가의 국가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베토벤(L. v. Beethoven)과 브람스(J. Brahms)를 포함한 독
일이 1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모차르트(W.A. Mozart), 슈베르트(F. Schubert)를 포함한 오스
트리아와 드보르작(A. Dvořák), 야나첵(L. Janáček)을 포함한 체코 작곡가들이 각각 6명씩이다. 드
뷔시(C. Debussy)와 라벨(M. Ravel)을 비롯한 프랑스 작곡가들은 총 5명이며, 스트라빈스키(I.
Stravinsky)와 아렌스키(A. Arensky)를 포함하는 러시아 작곡가들도 총 3명이다. 또한 덴마크 작곡
가로는 가데(N. W. Gade)와 슈테(L. Schytte) 2명이 있으며, 첫 번째 미국 여성 작곡가인 비치(A.
Beach)를 포함하여 미국 작곡가 또한 2명이 있었다. 이 밖에도 아일랜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폴
란드, 헝가리 작곡가 한 명씩과 국적 미상의 작곡가 2명도 포함되었다. 추가적으로 MCD에는 당
시의 작곡가에 의해 편곡된 소수의 작품들이 함께 실려 있는데, 리스트(F. Liszt)가 편곡한 필드(J.
Field)의 작품 1곡, 체르니(C. Czerny)가 편곡한 멘델스존(F. Mendelssohn)의 작품 1곡, 그리고 비
제(G. Bizet)가 편곡한 슈만(R. Schumann)의 작품 2곡으로 총 4개의 편곡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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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들이 이러한 듀엣 작품의 체계적인 난이도와 듀엣 작곡가들의 국가적 배경 등을 두루 분석
하여 이해를 갖추었을 때, 비로소 학습자의 난이도와 테크닉적/음악적 내용들을 적절히 고려한 가
장 효과적인 학습 작품들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급 초기
인 레벨 3의 학습자가 러시아 작곡가 카발레프스키(D. Kabalevsky)의 독주곡 『Pieces for Young
People, Op. 39』를 배우면서 적절한 듀엣 작품의 학습이 병행하고자 한다면, 동일한 러시아 작곡
가 스트라빈스키(I. Stravinsky)의 레벨 3에 해당되는 듀엣 작품 『Five Easy Pieces』를 학습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전혀 다른 국가와 시대적 작품의 학습이 필요하다면 동일한 레벨 3에 해당
하는 독일 작곡가, 구를리트(C. Gurlitt)의 『18 Short Pieces, Op. 136』을 학습하도록 안내할 수
도 있다. 결국 작품의 구체적인 난이도 파악 및 시대와 국가적 작품 성격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용 듀엣 문헌에 대한 통찰력은 피아노 교육자들이 성공적인 지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Ⅳ. 피아노 듀엣의 지도 논점
피아노 듀엣을 지도할 때에는 음악적 이해와 연주력의 수준이 비슷한 두 학습자가 한 팀을 이
루어 연주할 상황과 목적 혹은 서로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학습자가
가진 소리의 톤과 연주 스타일을 고려하여 제1파트와 제2파트 연주자를 결정한다. 위클리와 아르
간브라이트가 제안하는 듀엣의 바람직한 학습 순서는 다음과 같다.
연주할 작품과 파트를 결정한 후에는 서로 개별 연습을 갖기 전에 한두 번 정도 작품을 함께
연주해보며 서로의 손이 너무 가깝거나 교차하여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페달은 누가 밟을 것
인지,) 각 페이지의 악보는 누가 넘기는 것이 좋을지 등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독주곡을 연습
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음, 리듬, 다이나믹, 손가락번호 등을 익히며 각자 충분히 연습한다.
개별적으로 악곡을 익히고 나면, 다시 파트너와 만나 완벽한 앙상블을 이루어 최대한 음악적으
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즐거움을 만끽한다. 이 후에는 같은 방법으로 개별 시간과 팀 리
허설의 시간을 번갈아가며 연습한다(Weekley·Arganbright 2007, 12).

듀엣에서 함께 연주하는 두 학습자가 음악적 성향이나 기질이 다소 다르더라도, 건강한 리허설
의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음악적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
다도 피아노 듀엣을 지도할 때에는 독주 작품의 레슨과는 조금 달리, 두 연주자와의 앙상블 과정
에서 이루어지는 음악적 소재들을 섬세하게 다루어줄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4장
에서는 건반 듀엣의 저명한 저자인 퍼거슨(H. Ferguson)과 대표적인 듀엣팀의 연주자 위클리와 아
르간브라이트(Weekley & Arganbright)를 비롯한 피아노 교육자들과 듀엣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
를 토대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듀엣 지도의 핵심 논점들을 3가지로 정리하였다; 다이나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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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과 소리의 균형, 아이디어의 동일성 그리고 시간적 소통.

1. 다이나믹(dynamic)과 소리의 균형
퍼거슨(H. Ferguson)은 “많은 듀엣 연주자들에게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음악이
두 연주자 사이에서 끊임없는 음색의 균형을 서로 교환해가며 연주하도록 요구한다는 사실을 자
주 망각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Ferguson 1995, 6). 이는 피아노 듀엣에서 작품이 전체적으
로 어느 부분에서 어떤 파트가 멜로디를 노래하고 반주를 이루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반영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두 연주자간의 음색에 대한 균형은 서로 다이나믹을 적극적으
로 조절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버니(C. Burney)는 이를 “피아노(p)와 포르테
(f)에 대한 존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Burney, 1777; C. McGraw 2016, xiv, 재인용). 그러므
로 아직 앙상블에서의 주선율과 반주에 대한 균형적 이해가 잘 확립되지 않은 학습자들에게는
소리의 조화를 보다 분명하고 정교하게 다룰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악보 1]은 모차르트가 그의 누이 나넬(Nannerl)과 함께 런던에서 최초로 열린 피아노 듀엣
리싸이틀에서 연주하였던 소나타 작품 19d의 3악장 도입부이다. 이 작품의 첫 마디에서 두 연주
자에게 제시된 다이나믹은 메조포르테(mf)이지만, 오른손에서 주된 선율을 노래하는 제1주자
(first)와 반주 음형을 맡고 있는 제2주자(second)가 받아들이는 메조포르테의 의미는 반드시 다
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1주자의 메조포르테(mf)는 포르테(f)로, 제2주자의 메조포르
테(mf)는 메조피아노(mp)로 다이나믹을 한 단계씩 더 크고, 더 여리게 연주할 때, 비로소 두 파
트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음악이 주 선율을 명료하게 노래할 수 있다(Ferguson 1995, 39). 또한
3-4마디에서 제1주자는 제시된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의 변화를 오른손 선율에서 더욱 풍부하게

[악보 1] 모차르트 소나타 작품 19d 3악장, 마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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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주고, 제2주자는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를 적절히 묘사하여 제1주자의 선율적 흐름을 도와
줄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결국, 피아노 듀엣에서는 연주하는 네 개의 손 중에서 한 손이
멜로디를 연주하고 나머지 세 손이 반주를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듀엣 학습자들이 늘 주
선율과 반주부의 음향적 균형에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서로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연주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Weekley·Arganbright 2007, 19).

2. 아이디어의 동일성
지난 2013년, 두 사람이 두 대의 피아노를 연주하는 듀오(duo) 환경에서 숙련된 피아니스트들
이 본인의 파트와 상대방의 파트를 모두 함께 연습한 후 연주한 경우와 반대로 본인의 파트는 연
습하되 상대방의 파트를 전혀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주했을 때를 비교했던 실험이 진행되었
으며, 상대방의 파트까지 모두 잘 학습되었던 연주자의 연주가 더욱 성공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Ragert, Schroeder & Keller 2013, 1). 이는 학습자의 예측 능력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
이었는데, 상대방의 파트를 알고 연주했을 때 더욱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다는 이 연구 결과는 듀
엣 학습자들의 성공적인 팀 리허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서로도 적용될 수 있
다. 두 학습자가 한 작품을 한 피아노로 연주할 때 서로 추구하는 음악적 아이디어와 해석이 동일
하지 않다면, 그 연주는 절대 하나의 좋은 음악으로 전달될 수 없다. 그러므로 듀엣 학습자들이
새로운 작품을 학습할 때에는 서로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나누며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며, 따로 레슨 받기 보다는 함께 레슨 받는 시간을 통하여 지도자와 두 연주자 모두 음
악적 아이디어에 대한 동일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듀엣 연주에서 가장 흔히 어긋나기
쉬운 음악적 요소들 중 하나가 바로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이다.

[악보 2] 슈베르트 군대행진곡 작품 51-2; D. 733, 마디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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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서 구체적인 아티큘레이션에 대한 기보는 18세기 중반 이후의 작곡가들부터서 급격하게
즐겨 사용하기 시작하였다(Ferguson 1987, 62). 아티큘레이션은 이완, 조화, 그리고 슬러의 처리에
있어 음의 길이나 톤의 미세한 차이로도 매우 다르게 들릴 수 있으므로 하나의 음악으로 노래되
는 응집력을 위해 파트너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되어야 한다(Pridonoff 2007, 62). [악보 2]
에서 볼 수 있듯이, 슈베르트의 군대행진곡에서는 스타카토(staccato), 슬러(slur), 악센트(accent)
등의 아티큘레이션이 다양한 형태로 묘사되고 있다. 물론 [악보 1]의 모차르트 작품처럼 제1주자
의 멜로디에서 슬러와 스타카토가 묘사되고 제2주자는 전혀 다른 반주 음형을 연주하는 경우에는
제1주자의 주관대로 아티큘레이션을 해석하여 연주하여도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악보 2]의
24-25마디에서는 제1주자와 제2주자가 동일한 아티큘레이션이 제시된 동일한 멜로디를 두 옥타브
음역을 두고 함께 연주하게 된다. 첫 세 음인 ‘G--E-E’에는 스타카토가, 다음의 두 음 ‘D#-E'에는
슬러가 표기되어 있는데, 첫 박인 G음에는 스포르찬도(sforzando)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럴 경
우, 첫 ‘G’의 스타카토 음을 ‘E’의 스타카토와는 얼마만큼의 다른 길이와 울림으로 연주할 것인지,
또는 슬러를 가진 ‘D#-E’에서 두 번째 ‘E’를 얼마만큼 짧고 부드럽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
체적인 계획을 두 학습자가 연주하기 전에 서로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실제
로 학습자들이 피아노 앙상블 연주를 앞두고 연습할 때, 자신의 파트를 위한 연습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의외로 상대방의 파트를 이해하고 연습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의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듀엣 연주에서는 상대방의 음악을 잘 파악하는 것이 음악적 동일성과 조화
로움을 완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학습자들이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
며, 그들이 서로의 소리와 음악을 더욱 최선을 다해 섬세하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Gallaway·Kirchner 2012, 19). 특히 학습자들이 팀 리허설에서 파트너와 함께 작품을 연습하는
동안, 서로 번갈아가면서 노래와 연주를 온전히 따로 들어보게 하는 것도 아이디어적 동일성을 추
구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도 방법이 될 수 있다.

3. 시간적 소통
모든 앙상블 연주에서 가장 어렵고도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시간적 문제에 대한 호흡과 소통이
다. 예를 들어, 연주를 시작할 때 누가 어떻게 신호(cueing)를 줄 것인지, 점점 느려지는 루바토
(rubato)에 대한 음악적 흐름은 누가 주도하고 얼마만큼 노래해 나아갈 것인지, 작품 중간에 늘임
표(fermata)와 새로운 템포(a tempo) 사이의 시간적 처리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
이다. 사실 연주를 시작하거나, 작품 중간에서 긴 휴지부(pause) 이후 새로운 부분이 시작될 때 두
연주자간에 신호를 주고받는 방법들은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퍼거슨(H. Ferguson)은 “작품을 시
작하기 전, 건반 위에 올려놓은 손이나 집게손가락을 위로 살짝 들어 올려서 정확한 템포를 위한
예비박(preliminary beat)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Ferguson 2016, 28). 또한 한 연주자가
큰 숨으로 파트너에게 예비박을 주거나 서로 눈으로 신호를 주고받은 후, 연주의 시작을 이끄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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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에서 서로의 시각적인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한 실험 연구를 통해
서도 확인되었다. 2015년 오스트리아의 한 연구팀은 음악가들이 청각적인 조건만을 사용하여 앙
상블 연주를 했을 때와 시각적 단서(visual cues)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건에서 앙상블을 연주했
을 때, 시각적 단서가 연주자들 사이에서 서로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시간적 동시성
(synchronization)을 갖추어 연주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
다(Bishop & Goebl 2015, 84). 또한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인 바렌보임(D. Barenboim)의 듀엣 연
주를 보면, 그가 연주 도중에도 잠시 쉬고 있는 어느 한 손을 지휘하듯 움직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손의 움직임(gesture)이나 시각적 소통(eye contact)은 두 연주자간의 템포
(tempo)나 타이밍(timing)의 흐름을 보다 더 유연하고 조화롭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음악이 ‘시간 예술’이라는 점을 주목해볼 때, 한 연주자가 같은 작품을 여러 차례 반
복하여 연주하더라도 매 순간의 음악적 호흡과 시간에 대한 처리는 모두 미세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듀엣 지도 시에는 학습자들이 파트너와 함께 음악적 호흡을 보다 더 융통성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충분한 팀 리허설 시간에 대한 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악보 3]에 제시된 그리그의『노르웨이 춤』은 학습자들이 파트너와 음악의 시간적 요소를 다
루는 방법에 대해 훈련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작품들 중 한 곡이다. 22-24마디에서는 ‘템포와 다이
나믹을 점점 낮추며(poco rit. e morendo)’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멜로디 음형을 맡고 있는 제1주
자가 오른손에서 확신 있게 노래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제2주자는 그 흐름을 최대한 잘 집중하여
들으며 맞추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 이 과정에서 제1주자인 학습자가 제2주자에게 그
멜로디를 혼자 여러 차례 노래하거나 연주하여 들려주도록 하여 제1주자가 원하는 시간적 흐름과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악보 3] 그리그 『노르웨이의 춤』작품 35-2, 마디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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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4마디까지 충분히 느려지며 사라지듯 연주되던 흐름은 [악보 4]의 25마디 알레그로
(Allegro)의 등장과 함께 갑자기 빠른 템포와 매우 에너지 있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데, 이 때 학
습자들은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손의 움직임(gesture)이나 시각적 소통(eye contact)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여야 한다. 2010년 로마에서 이탈리아의 피아니스트인 스텔라(A.
Stella)와 토마시(G. Tomassi)가 이 작품을 연주했던 영상이 에어 클래식(AYRE CLASSICS)사를
통해 유튜브(Youtube)로 공개 되었다. 이 작품에서 스텔라와 토마시는 24-25마디를 연결할 때 서
로 눈을 맞추어(eye contact) 신호를 한번 주고받은 후, 전혀 흔들림 없는 템포로 25마디를 매우
단호하게 시작하는데 앙상블의 시간적 동시성과 함께 매우 다양한 음악적 색깔로 타이밍(timing)
을 풀어 나아가는 이들의 호흡이 매우 인상적이다. 결국 지도자는 학습자들이 되도록 다양한 듀엣
작품을 두루 학습하면서 파트너의 소리와 음악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자연스럽
게 음악 안에서 조화로운 소통 방법들을 터득해갈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자주 가지도록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악보 4] 그리그 『노르웨이의 춤』작품 35-2, 마디 25-29

Ⅴ. 결론
피아노 듀엣은 학습자들이 작품에 대한 음악적 흐름과 분석의 이해를 넓히고, 파트너와의 조화
로운 호흡을 훈련하여 음악 안에서 다양한 의사소통의 방법을 구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학습
장르이다. 18세기의 모차르트를 시작으로 그 역사를 열게 된 피아노 듀엣이 피아노의 대중화와 더
불어 교육 및 가정에서 열리는 소규모 음악 행사를 목적으로 연주된 장르였던 만큼 당시 작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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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듀엣 원곡 문헌은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다. 본 연구에서는 맥그로(C. McGraw)가 피아노 듀
엣 원곡 문헌들을 정리하여 2016년 피셔(C.·K. Fisher)에 의해 개정 출판된 PDR을 통하여 발췌된
총 100가지 이상의 교육용 피아노 듀엣 원곡 모음집들 중, 초급 및 중급 학습자들을 위해 가장 체
계적인 난이도를 기준으로 엮은 MCD의 작품들을 교수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마그
라(J. Magrath)의 10단계 난이도를 기준으로 다섯 손가락 위치에 고정되어있는 레벨(level) 1-2의
초급 학습자들이 교사와 함께 연주할 수 있는 듀엣 작품부터 레벨 9-10인 고급 초기 수준의 학습
자들이 동료들과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작품에 이르기까지 총 50여명의 작곡가들이 쓴 주옥같은
교육용 듀엣 원곡들이 소개되었다.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러시아, 덴마크, 미국 등
약 12개 국적의 작곡가들에 의해 여러 국가적 음악의 성향과 시대적 특징을 갖춘 다양한 듀엣 원
곡들은 피아노 학습자들의 앙상블 교육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과 테크닉
적 주제들을 두루 다루고 있는 매우 유용한 교육용 문헌으로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
다도 피아노 듀엣 작품을 학습하는 것은 초급에서 중급 학습자들이 다이나믹과 소리의 균형을 조
절하는 방법을 익히고, 동일한 음악적 아이디어의 정립과 시간적 호흡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언어
로 소통하며 연주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교육적 효과를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
보다 나은 삶의 질과 다양한 여가 활동을 추구하게 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목적과 이유
로 피아노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연령대와 레벨의 폭도 넓어지고 있
다. 피아노 듀엣 학습은 피아노 전공생들에게는 보다 더 전문적인 음악적 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주
는 계기가 되지만, 취미나 여가 생활로 피아노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는 누군가와 함께 연주함으
로 인해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피아노를 접할 수 있는 유쾌한 학습 동기와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
다. 게다가 피아노 듀엣은 한 대의 피아노만 있는 상황에서도 연습과 레슨이 가능하므로 상당히
용이한 환경에서 교육적 실현이 가능한 피아노 앙상블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더 많은 학습자들이 다양한 피아노 듀엣 작품들을 학습하며 음악적 소통 능력을 한껏 배양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듀엣 연주회나 듀엣 콩쿨들의 기회가 다양하게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학습자들이 누군가와 함께 한 호흡 안에서 음악을 만들어갈 수 있는 매력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을 피아노 듀엣 연주를 통해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jypiano@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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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aching Methods for the Original Piano Duets

Ji Yang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pedagogical value of the original piano duets composed for
the social music events and education. Moreover, it also aims to suggest the teaching strategies by
crucial authors and pedagogues for piano duets. In South Korea, a large number of students learn
transcriptions of the piano duets, but the most of them do not have any opportunity to work for original
piano duets in their proper levels of the difficulties. Since the beginning of the duet history by W. A.
Mozart in 18th century, the piano duet reached its golden age for about 150 years. Studying the original
piano duets that included the composers' intention and nature is very worthful for students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musical styles. Therefore, this study will provide not only information for
the pedagogical piano duet literature but also teaching tactics with positive pedagogical effects of the
piano duets for teachers. According to the report by C. McGraw, there are more than one hundred
collections of the original piano duets for elementary and intermediate students. The five collections of
them provide pedagogical duet works in more than three levels of the difficulties. In particular,
Masterwork Classics Duets, one of the graded collection of the original piano duets, provides a variety of
pedagogical piano duet works by fifty composers from twelve countries in J. Magrath's 10-stage leveling
system. Above all, piano duet specialists discussed that teachers need to encourage their students to have
the balance of dynamic and sound tone, the unity of the musical interpretations, and the communications
for timing with their partners in duet lessons.
KEY Words: Piano Duets, Original Works, Pedagogical Literature, Piano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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