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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본 논문은 현대 음악의 거장이자 단음 음악(single-note music)의 대표 작곡가인 지아친토 셀시

(Giacinto Scelsi 1905-1988)가 1956년 작곡한 ≪네 개의 트럼펫곡≫ (Quarttro Pezzi per Trumpet)

의 전체 악장을 분석하여 마지막 악장에서 단음 음악이 실현되기까지의 다양한 시도와 과정을 논

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1920년대 슈타이너(Rudolf Steniner 1861-1925)와 프랑스계 미국 작곡가 러디아르(Dane 

Rudhyar 1895-1985)는 단음(single tone)이 작곡의 충분한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주창하였고,1) 30년 

후 이를 점진적인 과정에 의해 완전하게 실현한 작곡가는 셀시였다. 단음이 무한한 음향을 표현할 

수 있다 여겨왔던 셀시는 1952년부터 음색, 강세(dynamic)를 활용하여 단음을 다양하게 표현하였

고, 반음 보다 미세한 음정 간격인 미분음(microtone)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단음 음악을 발전시킨다(표1 참조).2) 

1) Gregory Nathan Reish, “Una Nota Sola: Giacinto Scelsi and the Genesis of Music on a Single Note,” 

Journal of Musicological Research 25 (2006), 149. 

2) Reish, “Una Nota Sola: Giacinto Scelsi and the Genesis of Music on a Single Note,” 157. 

연도 작품 단음의 활용도 

1952 ≪피아노 조곡 8번 ≫ (Piano Suites No. 8) 4악장에서 특정 음고의 지속적 반복

1953 ≪피아노 조곡 9번, Ttai≫ (Piano Suites No. 9) 3가지 형태의 반복 사용

1953 ≪플루트와 클라리넷을 위한 조곡≫ (Suite for Flute and Cla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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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셀시는 마침내 지난 7년간 시도했던 단음 작곡 기법을 총망라하는 ≪네 개의 관

현악곡≫ (Quattro Pezzi (ciascuno su una nota sola))을 작곡한다. ‘각 악장이 하나의 단음에 기

초한(ciascuno su una nota sola; each one on a single tone)’이라는 작품의 부제처럼, 1-4악장은 

F, B, A♭, A를 중심축으로 제한된 음고류가 전개된다. 이때 중심축이 되는 단음은 옥타브 전이를 

통해 음역을 확장 할 수 있으며, “미분음, 느리고 폭넓은 비브라토, 다양한 연주 기법의 사용”3)등

으로 음색이 변화된다. 따라서 단음 음악이라 함은 ‘한음’만을 작품 소재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

라, 제한된 음고 소재가 독립된 음고 축을 중심으로 좁은 음역에서 진동한다는 의미이다. 

셀시는 ≪네 개의 관현악곡≫으로 단음 음악의 정점을 이룬 이후 그의 독특한 음향 스타

일을 악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저음역 악기, 오르간, 심지어 합창을 추

가하여 음색과 강세를 확장한 관현악 작품을 작곡한다.4) 중심음의 경우에도 하나의 중심음을 갖는 

스타일만 고수하지 않고, 다른 음으로 변형된다든지 악기별로 서로 다른 중심음을 가짐으로써 수직

적으로 화성을 형성하는 등5) 다양하게 표현되었고, 그의 단음 음악 스타일은 작품 활동이 중단되

는 1978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셀시의 주요 단음 작품 중 ≪네 개의 트럼펫곡≫(1956)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셀시의 후기 작품 스타일은 1950년대 작품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었다’6)고 평가할 만큼 1950년대 작곡된 개별 작품들의 의의와 단음 음악의 활용 정도는 그

3) Julian Anderson, “La Note Juste. Julian Anderson Appraises the Work of the Enigmatic Giacinto 

Scelsi,” Musical Times 136, no. 1823 (Jan. 1995), 23. 

4) Reish, 위의 글, 189. 

5) Anderson, “La Note Juste. Julian Anderson Appraises the Work of the Enigmatic Giacinto Scelsi,” 25. 

6) Eric Drott, “The String Quartets of Giacinto Scelsi,” in Intimate Voices: The Twentieth Century String 

Quartet, Evan Jones ed. (New York: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2009), 164. 

1954 ≪플루트를 위한 프일 (Pwyll)≫ ≪피아노 조곡 10번 Ka≫

1954 ≪E♭클라리넷을 위한 세 개의 연습곡 (Tre Studi≫ 미분음이 사용된 첫 작품

1956
≪첼로곡 트라이폰≫ (Triphon) 

≪세 개의 트럼본곡≫ (The Pezzi for Trombone)

1956 ≪네 개의 트럼펫곡≫ (Quattro Pezzi for Trumpet) 4악장에만 단음 사용 

1957 ≪첼로를 위한 Dithome≫ (Dithome for Cello) 

단음 음악의 완전한 실현 

두 개의 음고 중심축 사용

단악장곡으로서 13분 길이 

1958 ≪현악 3중주≫ (String Trio)
악장별로 음고 중심축이 있음. 

일부 악장에서는 중심축이 상승 

1959 ≪네 개의 관현악곡≫ Quattro Pezzi (ciascuno su una nota sola) 단음 음악의 정점 

<표 1> 셀시의 1950년대 주요 단음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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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음 음악을 확립하는 과정을 유추할 수 있어 중요하다. 더욱이 ≪네 개의 트럼펫곡≫은 마지막 

악장에만 F중심의 제한된 음고류(E, E♭)가 전개되는 단음 음악이 사용되고, 소수의 미분음만 포함

되는 등 악장이 진행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단음 음악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둘째, 

단음 음악은 ‘음과 음과의 관계’ 보다는 단음 자체가 발산하는 에너지에 더욱 집중하여야 한다는 

셀시의 단언과 달리 ≪네 개의 트럼펫곡≫에서는 음과 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음악 어법을 다각

적 측면에서 엿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본론에서는 ≪네 개의 트럼펫 곡≫의 각 악장에서 활용되는 

음고 소재, 음고류, 강세, 마디별 음역, 중심음, 선율의 발전 방식, 형식 등의 매개변수를 살펴봄으

로써 단음 음악이 마지막 4악장에서 실현되기까지의 악장별 다양한 시도와 과정, 그리고 그 이면의 

체계적 구조를 논의하려 한다.

단음 음악의 분석과 관련하여 뮈레유(Murail)는 셀시의 대부분 작품에서 분명하게 표현된 

형식이라든지, 소재가 없기 때문에 전통적 분석 도구는 부적절하며, 형태, 밀도, 음역과 밀화의 변

화 등을 다루는 ‘통계적 분석’을 제언하였다. 딕스(Dickson)은 셀시의 단음 음악에는 음고, 강세, 

비브라토, 음역 등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이 존재한다고 해석하여 음고에서 음고로의 이동 시 동반

되는 강세의 방향과 세기를 고려한 ‘제스처’ 분석을 제시하였고, 드리오(DeLio)는 음향을 다각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스펙트로그래프(spectrograph)를 활용하여 각 부분에서 주축을 이루는 단

음을 설정하여, 강세, 미분음, 박의 수와 상관관계를 도식화하였다.7) 음악 분석가들의 이와 같은 

다양한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음 음악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효과적인 분석적 도구와 방

법이 확립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제한된 음고류의 사용으로 조성후 음악에서 가장 많

이 적용되는 집합 이론적 접근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다룰 ≪네 개의 트

럼펫 곡≫의 경우에도 1-3악장에서는 6-12개의 구성 음고를 사용하지만 집합 이론에 적용했을 경우 

극히 제한된 음고류 집합만이 생성된다. 소수에 불과하지만 미분음의 경우도 집합이론에 적용하기

에는 문제적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버나드(Jonathan W. Bernard)가 바레즈(Edgard Varèse)의 

작품 분석에 이용한 그래프 표기 체제를 변형시켜 단음 음악의 분석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8) 격자 

그래프는 음고의 분포, 음역, 주요 선율을 구성하는 음고의 움직임을 가시화하는데 효과적일 것이

라 생각하며, 필요에 따라 음고의 빈도, 강세의 범위를 통계적으로 도출하는 분석 방법을 활용할 

7) Tristan Murail, “Scelsi and L’ltinéraire: The Exploration of Sound,” Contemporary Music Review 24, 

no. 2/3 (April/June 2005), 179; Ian Dickson, “Towards a Grammatical Analysis of Scelsi’s Late 

Music,” Music Analysis 31, no. 2 (2012), 212; https://www.jstor.org/stable/26574456?seq=1#metadata_ 

info_tab_ccontents. [2020년 3월 8일 접속]. 

8) Jonathan W. Bernard, The Music of Edgard Varès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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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단음 음악 분석에 용이한 분석적 도구와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또 다른 목적이다. 

2. ≪네 개의 트럼펫곡≫ (Quattro Pezzi Trumpet) 분석

2.1. 악장별 개요

≪네 개의 트럼펫곡≫은 사용 음고의 수, 음역, 음고의 전개, 음색, 리듬, 다이내믹, 중심음 등이 

악장마다 다르게 표현된다. 다음 표 2는 악장별 주요 특징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빠르기/연주시간 연주 마디 수 시작음 끝음 사용 음고 

Ⅰ ♩=84 (2분 46초) 약음기 없이 6마디 B4 E♭4 12음고 모두 사용 

Ⅱ ♩=58 (3분 4초) 약음기 없이 11마디 D4 F♯4 B♭과 B를 제외한 10음고 

Ⅲ ♩=88 (2분 10초) 금속 약음기로 3마디 A4 A4 A, G♯, D, F♯, G, E♭, C♯, E의 8음고 

Ⅳ ♩=66 (2분 30초) 변형된 약음기로 6마디 F4 F4 F, E, E♭의 3음고 

<표 2> 악장별 주요 특징

표 2와 같이 작곡가는 악장의 빠르기와 함께 약음기 사용 여부를 곡의 시작 부분에 명시

한다. 1-2악장은 약음기 없이, 3악장은 금속 약음기로, 4악장은 변형된 약음기를 사용하라고 지시

함으로써 악장별로 음향의 울림, 음색에 변화를 준다. 악장의 길이는 3-11마디로 단위 박에 따른 

마디 구분이 일정하지 않으며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9) 마디 구분이 불규칙한 것은 ≪피아노 조곡 

10번 Ka≫, 4악장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작곡가가 음고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강조함에 따라 자

유롭고 불규칙적인 리듬을 구사한 결과라 여겨지고10) 따라서 마디 자체가 내포하는 박과 강⋅약 

악센트 패턴의 의미는 모호해진다. 

악장별로 등장하는 음고 수, 전개 방식 또한 다르다(악보 1 참조). 1악장에서는 12음고가 

악장의 도입부에서 모두 등장한 후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2-3악장에서는 10개의 음고와 8개의 음

고가 악곡의 후반부까지 시간을 두고 차례차례 등장한다. F4 중심의 4악장에서는 오롯이 F를 중심

9) 3악장은 예외로서 마디 구분이 빠르기 변화와 일치한다. 

10) ≪네 개의 트럼펫곡≫에서는 반복된 리듬이나 패턴은 나타나지 않고 음표 분할이 많은 편이며, 셋잇단음표가 

자주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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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3개의 음고(F, E, E♭)와 2개의 미분음(F¼ditono+, F¼ditono-)만 사용되고 마지막 음고 E♭

은 악곡의 후반부에서야 등장한다. 

m 3

M 3

M 7

M 7

<악보 1> 각 악장의 구성 음고11)

대부분의 음고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지만 2악장 마지막 음고인 F와 3악장의 G는 예외이

다. 이 두 음고는 장식음으로서 1-2회 나타나고 특히 2악장의 F는 곡의 후반부(마디 10)에 단 한번, 

장식음의 일부로 나타난다. 이것은 F♯이 2악장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인접음으로서 F의 

등장 횟수와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추측된다. 

셀시가 일부 악장에서 사용하는 음고 수는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음고는 

특히 중요하다. 첫째, 첫 번째 음고는 일반적으로 악장의 중심축과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하다(악보 

2 참조). 각 악장의 첫 음고는 B4, D4, A4, F4로서 차례로 배열(B-D-F-A)했을 때 장⋅단 3도 간격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음계적 변화를 받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흥미롭게도 첫 음고 중 F, 

B, A는 ≪네 개의 관현악곡≫의 중심축과 일치한다. 

둘째, 첫 음고와 두 번째 음고의 음정 간격은 수평적으로 형성되는 첫 번째 음향으로서 

11) 각 악장 끝 음, 오선 위 표시(nth/n)는 전체 마디 중 마지막 음고가 등장하는 마디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1

악장의 ‘2nd/6s’는 마지막 음고가 6마디 중 제 2마디에 등장한다는 의미이다. 악보 1의 구성 음고 중 괄호안

에 표시된 음고는 미분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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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잔향을 남기기 때문에 중요하다. 1-2악장은 두 음고가 단3도(B-D)와 장3도(D-F♯)의 협화음

을 이루는 반면 3-4악장은 장7도(A-G♯, F-E)의 불협화음을 이룬다(악보 1의 주석을 참조하시오). 

특히 2-3악장에서는 첫 두 음고의 음정 간격이 악장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강조된다. 

셋째, 끝 음고는 시작 음고 못지않게 악장의 중심축을 판별하는 요인으로서 중요하다(악

보 2 참조). 1-2악장에서는 중심축이 악장 내에서 변동됨에 따라 시작 음고와 끝 음고가 다르고, 

3-4악장은 두 음고(A와 F)가 일치한다. 1, 2, 4 악장의 끝 음고는 ‘아주 여리게(pp-ppp)’ 연주하라

는 악상 표시가 부여되고, 이에 따라 악장은 고요하게 끝맺는다. 

첫음 끝음

<악보 2> 각 악장의 첫 음고와 끝 음고 

끝 음고의 음가는 일반적으로 시작 음고에 비해 길고, 강세 변화를 통해 지속음의 다양한 

음색을 유도하는 셀시 고유의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악보 2의 강세 표기 참조). 또한 끝 음고의 처

리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악보 2, ○와 화살표 친 부분을 참조). 1, 3, 4악장의 끝 음고는 쉼표

와 이음줄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끝 음고를 주어진 박보다 여운 있고 울림이 남게 연주하라는 의

미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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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음색(timbre)

라이쉬(Reish)는 셀시의 단음은 “음색이 다양한 문맥에서의 극도로 집중된 ‘음향’”12)이라 해석

하며, 제한된 음고류를 얼마나 다양한 음색으로 표현하는지가 단음 음악의 완성도를 결정한다고 부

연한다. 따라서 셀시가 각 악장에서 ‘음색’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셀시는 이 

작품에서 솔로 트럼펫이 현악기에 비해 음색 변화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음기, 아티큘레이

션 등을 세심하게 활용하여 다양하게 음색을 표현한다.13) 예를 들어 악장에 따라 약음기를 선별하

여 음색의 차등을 두며, 변형된 약음기를 사용하는 4악장의 경우 ‘다시 닫다(richiudere)’, ‘다시 열

다(riaprire)’, ‘닫다(chiudere)’, ‘열다(aprire)’ 등의 지시어를 여러 차례 악보에 기입하여 연주자가 

연주 중 손으로 약음기를 개폐하며 음색을 조절하게 한다. 

또한 강세를 적극 활용하여 음색을 표현한다. 다음 표 3은 악장별로 나타나는 강세의 종

류를 편의상 ‘p’와 ‘f’로 구분하여 나열한 것이다. 단, 같은 음이 지속될 때 동반되는 ‘크레센도(<)’ 

나 ‘디크레센도( )˃’ 표시는 음색 변화에 중요하다 생각하여 각각 구분하지 않고 ‘sf˃p<mp’와 같이 

연이어 표시하였다. 표 3의 첫 번째 줄에는 악장 별 강세의 출현 횟수를 기입하였다. 

12) Reish, “Una Nota Sola: Giacinto Scelsi and The Genesis of Music on a Single Note,”179. 같은 맥락에

서 뮈레유(Murail)는 셀시 작품의 궁극적 목적은 음향의 깊이를 이루는 것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음색을 다루

는 문제와 연관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작곡가는 각 악기의 강세, 밀도 (densities), 음역, 내적 강세

(internal dynamics)과 음색 변주, 미분음 변주에 주목하게 된다”고 부연한다. Tristan Murail, “Selsi, 

De-composer,” Contemporary Music Review 24, no. 2/3 (April/June), 175-176을 참조하시오. 

13) 반면에 연주 기법을 통한 음색 변화는 드물게 나타난다. 트럼펫이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글리산도, 트레

몰로 등은 사용되지 않고 셀시 특유의 비브라토(〰)가 1악장과 4악장에서 1-2회 등장한다.

1악장: 43회 2악장: 57회 3악장: 77회 4악장: 45회

p f p f p f p f

ppp mf ppp mf mf ppp<mp mf

pp mfp< pp <mf pp f pp mf<f

p quasi f p˃pp quasi f p molto f mp quasi f˃p

mp più f mp˃pp f più f mp˃p meno f

˃pp

<˃pp

˃mp sempre quasi f ˃ppp mp sempre f f˃p

più p

˃p più f molto p mf˃pp sf˃p sempre più f p f˃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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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이 예시하는 바와 같이 작곡가는 일반적인 셈여림 기호(pp-p-mp-mf-f-ff) 뿐 아니라 

p와 f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연주하라고 지시한다. 예를 들어 ‘f’도 좀 더 세게(più f), 거의 세게

(quasi f), 매우 세게(molto f), 항상 좀 더 강하게(sempre più f), 알맞게 강하게(f non troppo)등과 

같이 면밀히 그 강도를 구분한다. 악상 기호는 특정 음을 어느 정도의 세기로 연주하라는 셈여림 

기호와 함께 점진적 변화를 요하는 크레센도, 디크레센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속음이 

많기 때문이다. 3악장은 총 77회로 강세 표시가 가장 많으며, ‘그 음만 특히 세게 연주’하라는 <, 

sf가 특히 많다. 2악장은 전반적으로 p 관련 악상 기호가 많아 고요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악보 3은 셀시가 지속음의 음색 변화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악곡에서 가장 

긴 음가를 갖는 지속음을 발췌한 것이다. 

♩=5.357박 ♩=12박

mantenento il tempo (빠르기를 유지하면서)

<악보 3> 지속음의 강세 변화: 3악장, 1마디에서 인용 

A4는 3악장의 중심음으로서 지속음의 형태로 악장 전반에 자주 등장한다. 위의 악보에서 

A4는 5.375박(♩=1박 기준) 지속 후 반 박자 쉬었다가 다시 12박 동안 지속되는데, 전자와 후자의 

악상 표현이 대조적이다. 전자의 A4는 5.375박 동안 f에서 p까지 급격한 강세 변화를 보이는 반면, 

후자는 p로 12박 유지하는 중 악센트 표시에 따라 크레센도, 디크레센도로 변화를 주고 있다. 악보 

3에서처럼 지속음은 긴 음가의 음표 보다는, 8분 음표, 16분 음표 등의 음가로 쪼갠 후 붙임줄로 

mp< sf f˃ non troppo sf˃p f non troppo sf˃pp f˃p p<mf f

ppp<˃p f p˃ppp sf pp mf˃p mp˃ppp mf˃p

p< mf˃ pp<p sf mp ff mf˃pp

˃pp p f sub

˃p

˃mp

<p mp˃p sf mf 

˃ppp sf˃p<mp

<표 3> 악장별로 등장하는 악상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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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여 표기된다. 이는 후자의 표기 방식이 연주자가 텅잉(tonguing)을 달리하여 자연스럽게 지

속음의 강약을 조절, 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2.3. 음역

악장 내에서 음역의 변화는 선율의 새로운 활동 범위를 규정, 중심축의 이동을 초래하고, 악장

의 형식을 정의하기도 한다. 악보 4는 각 악장의 마디별 또는 주요 부분별 음역을 표기한 것이다. 

<악보 4> 마디별, 주요 부분별 선율의 음역 

악보 4를 통해 첫째, 선율의 활동 범위는 악장 내에서 마디별, 또는 주요 부분별로 차이

가 있으며, 둘째, 작곡가가 활용하는 음역에 따른 선율의 특성, 진행 방식을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악장의 전반부(마디 1-6)는 선율이 증4도의 좁은 음역 내에서 움직이는데 이것은 정적이고 

순차적인 선율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와 대조적으로 12도의 음역을 활용하는 후반부

(마디 7-11)에서는 도약 선율과 순차 선율이 혼재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반부와 구별

되는 후반부 선율의 특성, 음역 변화는 2악장을 2부분 형식으로 정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1악장

의 경우 음역 변화가 잦은데, 이는 선율의 특성, 윤곽 등의 변화가 많음을 암시한다. 셋째, 음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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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음이나 최저음을 표시함으로써 클라이맥스를 암시한다. 1악장의 마디 4, B♭5는 악장의 최고

음으로서 실제 클라이맥스와 일치한다. 반면에 2-3악장의 최저음, D4는 각 마디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선율의 중심축을 화성적으로 지지하는 배음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마디별, 

주요 부분별 음역에 따라 선율의 특성, 윤곽, 발전 방식, 악장의 형식 등을 유추할 수 있다. 

2.4. 선율의 발전 방식

본 절에서는 위의 음역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작곡가가 주어진 음역 내에서 음고 공간(pitch 

space)을 활용하여 선율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셀시의 선율 작법은 작품별로 다양

하기 때문에 이를 정형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작품의 각 악장에서는 특유의 선율 구성 방법

이 발견된다. <음고 분포 그래프 1>은 선율의 움직임, 변화를 시각화, 공간화하기 위한 격자 그래

m.1

m.2

m.3

<악보 5> 1악장, 1-2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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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서 x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음고류의 출현을 ‘⋅’로 나타내었고, y축은 선율의 주요 음고류

를 좌측에 표시하여 상대적 높낮이와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y축 한 칸은 1/4음에, 두 칸

은 반음에 해당하는데, 미분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세밀한 단위로 구분하였다. 악보 5와 

이후의 격자 그래프에서는 장식음을 포함한 모든 음고류를 같은 음가로 간주하여 x축에 동일하게 

‘⋅’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선율의 정확한 음가는 반영되지 않았다. 

<음고 분포 그래프 1> 1악장, 1-2마디에 해당

악보 5와 <음고 분포 그래프 1>은 시작 음고, 음의 빈도수, 음가를 고려했을 때 1-2마디 

선율의 중심축은 B4이며, 선율은 순차 진행 중심으로 2마디의 최저 음고(F♯4)와 최고 음고인 F5

까지 음역을 확장한 후 중심축 B4로 회귀하는 윤곽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1-2마디에서는 1악

장 구성 음고 중 마지막 음고(D♯)를 제외한 11개의 음고가 차례로 소개되며 선율이 발전된다(악

보 6 참조). 

<악보 6> 1악장, 1-2 마디의 구성 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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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악장의 시작음인 B4는 곧이어 단3도 위(D5)로 도약한다. D5 이후 등장하는 음고들

(C♯5, C5)은 B4-D5 사이의 음고 공간을 채워준다. 같은 방식으로 여섯 번째 음고(E5)가 등장한 

후 D♯5가 연이어 나타남으로써 A♯4-E5 사이의 음고 공간은 반음 간격으로 모두 채워진다. 음고 

서열 8-11번에 해당하는 음고들은 B4 아래 음역에 해당하는 음고들로서 이들 역시 차례로 나열해

보면 F♯에서 A까지 반음 간격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선율은 일련의 도약으로 음고 공간을 확

보한 후 연이어 등장하는 음고들이 도약 음정 사이의 음고 공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이 

과정의 반복을 통해 11개의 음고가 차례로 소개된다. 그 결과 1-2마디 선율은 2-3개의 음고류로 이

루어진 선율 단편의 반복이 주를 이루고, 좁은 음역 내에서 방향 없이 맴도는 특성을 보인다. 

다음의 악보 7은 선율 단편이 반복을 통해 발전되는 과정을 예시한다. 악보 7a-h는 3악장 

<악보 7> 3악장, 1마디 선율 단편(A-G♯-A)의 발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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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디 첫 음부터 첫 번째 휴지부까지의 선율을 생략음 없이 연속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선율은 장7

도(A-G♯) 도약이 특징인 선율 단편(A4-G♯5-A5)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3개의 음고(D, F♯, G)가 

차례로 추가되고, 음가의 축소와 확대, 음고류의 부분적 생략과 반복으로 확장된다. 

A-G♯-A로 구성된 선율 단편(7a)은 곧이어 D4를 추가하여 잇단 음표 구성의 D4-A4(7b) 

음형을 형성하고 이하 예 7c-7h에서 이 음형을 종결 제스처로 취한다(악보 7에서 선율 단편이 반복

될 때 추가된 음형은 각괄호로 표시하였고, 반복 음고들은 점선으로 연결하였다). 7c는 7b 구성 음

고 중 G♯이 반복되고, 7d는 7c의 구성 음고와 음고 서열을 그대로 반복하지만 리듬은 전혀 다르

다. 7e는 7d의 선율에 A4를 추가하고 마지막 세 음고류(G♯-D-A)의 순서가 치환(permutation)되

었다. 7f에서는 F♯5가 선율의 시작 부분에 추가되었고 선율의 부분적 반복(A4-G♯4)과 생략(G♯

4)이 나타난다. 7g는 G5가 장식음으로서 유일하게 등장하고 종결 제스처 부분이 반복된다.14) 7g는 

또한 7c와 구성 음고, 선율의 윤곽이 동일하여 후자의 ‘변주’처럼 느껴진다. 7g와 마찬가지로 7h에

서도 A-G♯ 음형이 선율의 시작 부분에 추가되어 반복됨으로써 악보 7 중 가장 긴 길이의 선율을 

이루고, 추가된 음형을 제외하면 7g의 리듬 변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이 악보 7, 선율 단편의 발전 과정을 통하여 다음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3개의 음고류로 구성된 7a의 선율 단편이 지속적인 반복과 변형을 통해 가장 긴 길이의 7h로 발전

되기까지 선율을 구성하는 음고류의 반복은 있을지라도 리듬은 반복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여 작

곡가는 자유로운 리듬형으로 음고류에 지속적인 변형을 주면서 선율 단편을 발전시킨다. 이는 위

에서 논의한 악보 6에서 선율이 점차 음고를 추가하며 반복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둘

째, 악보 7의 선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선율은 D4, A4, A5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A4

를 시작음으로, 그리고 D4-A4를 종결 제스처로 취함으로써 A4는 중심축으로, D4는 A4의 화성적 

배음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G♯과 G는 A를 수식하는 보조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음고 

분포 그래프 2 참조).15) 

14) 3악장에서 G는 장식음으로서 2회만 등장한다. 첫 등장은 예 7g의 G5로서, 두 번째 등장은 2마디 13단

(system)에서 한 옥타브 아래음인 G4로 등장한다. A의 보조음으로서 A와 함께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G♯과 

다르게 G♮은 등장횟수만 보더라도 그 중요성이 축소되었다. 

15) A에 대한 G♯의 역할은 4악장, F4-E5 관계와 유사하다. 4악장에서 E가 F의 인접음으로서 중심음의 역할을 

보조하는 것처럼 G♯은 중심음 A를 보조하고 있다. 더욱이 단음 음악(4악장) 전 악장에서 유사한 음악적 제

스쳐를 선행시킴으로써 단음 악장을 예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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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고 분포 그래프 2> 악보 7의 선율: 3악장 1마디, 첫 번째 보표(Ⅰ)-다섯 번째 보표(Ⅴ)16) 

셋째, 리듬 변형과 함께 가장 주요한 선율 변형 방식은 ‘옥타브 전이’이다. 셀시의 단음 

음악에서 단음의 옥타브 반복은 음역을 확장하는 한편 변주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음악 이론가들의 

설명처럼 선율의 변주는 음고류의 옥타브 전이를 통해 가장 많이 실행되고 이것은 선율 윤곽을 지

속적으로 변형시킨다. 악보 5-7의 논의를 통해 선율 단편은 제한된 음고 공간에서 반복을 통해 일

련의 선율로 발전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선율 단편의 발전 방식은 악곡 전반에

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셀시 고유의 특징이다. 

2.5. 중심음(pitch centricity)

무조음악에서 ‘중심음’은 일반적으로 “빈도가 높은 음, 음가가 긴 음, 음역이 극히 높거나 낮은 

음, 강세를 갖는 음, 리듬이나 박으로 강조되는 음”17)등으로 표현된다. 셀시 작품에서도 중심음은 

다른 음고들에 비해 반복 횟수가 많거나 음가가 길고, 악장, 주요 부분, 악구의 시작 음고나 끝 음

고로 등장하여 선율과 화성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18) ≪네 개의 트럼펫곡≫에서는 악장마다 

16) 악보 7처럼 일부 악장은 한 마디의 길이가 길어 그래프에서 선율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마디를 보표(Ⅰ, Ⅱ, Ⅲ...)로 세분화하여 보완하였다. 

17) Joseph N. Straus, Introduction to Post-tonal Theory 3rd ed., (New Jersey: Prentice Hall, 2005),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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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음이 표현되는 방식이 다르다. 시작 음고로 등장하여 악장 끝까지 유지되는 경우(3-4악장), 악

장이 진행함에 따라 중심음이 바뀌는 경우(1악장), 중심음과 이를 화성적으로 지지하는 배음 역할

의 음고가 함께 등장하는 경우(2-3악장)가 그 예이다. 중심음이 이와 같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은 

악장마다 선율의 음역, 특성, 진행, 윤곽, 단음 음악의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격자 

그래프를 분석 도구로 활용하여 1-2악장의 중심음에 관하여 논의하려 한다.

1) 1악장의 중심음 

≪네 개의 트럼펫곡≫의 1악장은 선율의 윤곽, 움직임, 음폭, 음역 등의 변동이 가장 많은 악장

이며 이에 상응하여 중심음도 B에서 E♭으로 변환된다. 악보 5에서 1악장은 B4가 시작 음고이자 

1-2마디 선율의 중심축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3마디, 첫 음, B♭4의 등장으로 기존 B중심

의 선율과 제스처는 변환되기 시작한다(악보 8). 

3

Ⅶ

Ⅸ

<악보 8> 1악장, 3-6마디19)

18) 드롯(Drott)은 “특정 음고류를 중심음으로 사용하는 셀시 단음 작품에서 중심음은 선율이나 화성 활동에 제

한을 주기 보다는 출발점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Drott, “The String Quartets of Giacinto Scelsi,” 164. 

19) 1악장은 각 마디의 길이가 길어 선율의 정확한 위치 구분이 어렵다. 이에 각 보표의 순서를 로마숫자로 표기

하여 보표 왼쪽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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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

m.5

m.6

X

Ⅻ

ⅩⅤ

ⅩⅦ

<악보 8>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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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B4의 보조음이었던 A♯4가 이명동음인 B♭4로 표기(보표 Ⅶ)되고, 두 번째 등장(보표 

Ⅸ)을 기점으로 B와 A♯의 역할이 B♭과 A로 대체되면서 ♯위주의 기보는 ♭으로 바뀌고 B4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보표 X). 곧이어(보표 ⅩⅡ) 선율은 B♭4를 기점으로 B♭4-E♭4와 B♭

4-E♭5의 제스쳐를 반복하면서 악장의 최고음인 B♭5에 도달하는가 하면 최저음인 E♭4까지 음역

을 최대한 확장한다. 결국 B♭기점, 3-4마디 선율의 최종 지향점은 E♭이고, E♭은 긴 음가와 최저

음으로서 그리고 각 악구의 시작음과 끝음으로서 악장 후반부의 중심음임을 나타낸다. 5마디의 시

작과 동시에 B♭-E♭의 제스처는 한 옥타브 아래(B♭3-E♭4)에서 반복되고 제 6마디에서는 B♭4-E

♭5로 회귀되어 지속된다. 악장은 긴 음가의 변환된 중심음(E♭4)으로 끝맺는다. 

이상과 같이 1악장의 중심음이 변환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B♭-E♭ 제스처는 조성 음악에서의 딸림음-으뜸음 진행에 필적할 만한 것으로서 악곡 

후반부의 중심을 이루는 성부 진행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성부 진행은 제 4-6마디에서 지속적

으로 반복될 뿐 아니라 5-6마디의 마디 단위에서 선율의 구심점을 이루는 음고들로서 동일한 성부 

진행이 상위 계층에서 일어난다(악보 8의 □표시된 음 참고) 둘째, 1-2마디의 중심음이었던 B에서 

딸림음 기능을 담당하는 B♭(4마디)으로의 진행은 악장의 시작부터 B-A♯이라는 선율의 진행으로 

여러 차례 암시되었고 이것이 상위 계층에서 거시적으로 표현된 일종의 동기적 병행주의(motivic 

parallelism)라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심음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1악장은 표 4와 같이 AB

의 2부분 형식으로 볼 수 있다. 

A B

1-2마디 3-4마디 5-6마디 

중심음 B의 확립 B→E♭으로의 이동 중심음 E♭의 확립 

<표 4> 1악장 형식 

1악장의 형식을 AB의 2부분 형식으로 규정하는 요인은 중심음, 마디별 음역(본론 2.3에

서 논의), 선율의 음폭, 색채감 등이다. B부분은 제 3마디에서 시작되며, B♭의 등장으로 선율의 

중심축은 ♯에서 ♭으로, 순차 중심이었던 선율은 잦은 도약으로 전환된다. 이에 상응하는 마디별 

음역 또한 B부분에서는 12도까지 확대되고(악보 4 참조), 선율의 음폭 또한 넓어진다. 3-4마디의 

주요 역할은 기존 중심음 B♭가 E♭으로 전환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5-6마디에

서는 B♭-E♭의 반복적 제스쳐를 통해 새로운 중심음 E♭을 확립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과는 대조적인 디자인, 색채, 선율의 움직임, 중심음으로 이루어졌고, A부분과 연관성

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B’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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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악장의 중심음 

단음 악장인 4악장의 선율은 F를 중심으로 인접 음고인 E, E♭으로 이루어지고 F의 빈도수가 

두 음고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음가, 시작음과 끝음으로서의 F의 기능 등이 확연하게 나타

나기 때문에 중심음을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음고 분포 그래프 3>을 참조하시오).

<음고 그래프 3> 4악장 

하지만 2악장의 경우 중심음의 판별이 쉽지 않다. 만약 중심음을 음고의 출현 빈도, 음가

가 긴 음, 악곡이나 악구를 시작하거나 끝맺는 음 등에 따라 결정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 이유는 

이에 해당하는 음고가 D와 F♯으로서 A부분에서 이들 음고의 출현 빈도, 악장과 악구의 시작음과 

끝음으로서 강조되는 비율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20) 먼저 D4는 A부분의 시작음, 최저음, 그리

고 반복음으로서 부각되는 반면, F♯4는 A부분에서 각 악구를 끝맺는 긴 음가로 등장한다. 더욱이 

이들 음고는 제 1마디의 첫 번째 음고와 두 번째 음고로 연이어 등장하여 수평적으로 장3도의 협

화음을 형성하고, 이후 주요 부분의 도입 마디를 동일한 제스처로 시작함으로써 이들 음고의 중요

20) 필자는 2악장의 형식을 ABC의 3부분으로 보았다. 1마디에서 등장했던 D4-F♯4 화성적 제스처가 종지를 연상

케 하는 긴 음가의 음고 이후에 등장함에 따라 마디 7과 마디 10을 각각 B부분과 C부분의 시작으로 해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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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동등성이 재차 강조된다(악보 9 참조).

A

B

C

<악보 9> 2악장, 주요 부분의 도입 마디 선율 

중심음의 판별은 B부분과 C부분에서 더욱 모호하다. B부분에서는 증4도에 불과했던 선

율의 음역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윤곽으로 12도(D4-A5)까지 확장되면서 새로운 음고(C♯, C, A)

가 점차 추가되고, D와 F♯을 벗어나려는 듯한 선율의 움직임은 중심음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

다. 다만 B부분의 시작과 끝마디에서만 D-F♯의 제스처를 고수한다. C부분의 옥타브를 넘나드는 

아르페지오 선율, C5에서 종지를 맺는 다수 악구는 D-F♯-A-C의 화성적 움직임을 조장하려는 것으

로 보인다. 제 11마디는 D와 F♯의 중요성을 재확인 시키려는 듯 D는 지속적인 반복으로서 그리

고 F♯은 악장의 최종음으로서 등장한다(악보 10 참조). 

m.7

<악보 10> 2악장, B-C부분(마디 7-11)의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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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0 

m.11 

<악보 10>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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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고 분포 그래프 4> 2악장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악장의 음고 분포 그래프와 비교해 보면 어떠한 차이점이 나타날

까? 먼저 B부분(마디 7-9)에서 음고는 특정 음에 치우치지 않고 넓은 음역을 활용하여 균등하게 분

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C부분에서는 D4의 옥타브 위인 D5를 중심축으로 선율이 집약적으

로 구성되었으며 따라서 악구의 종결음에 해당했던 C5는 이제까지 다수 분석 예에서 제시되었듯이 

D에 대한 인접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악장은 긴 음가의 F♯으로 끝맺음에도 불구하고 음고 

분포와 등장 횟수를 고려하면 C부분 선율의 중심축은 D5이며, 2악장의 중심음은 D가 더 적합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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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가면서

본 논문은 단음 음악을 대표하는 이태리 작곡가 셀시가 1956년 작곡한 ≪네 개의 트럼펫곡≫ 

(Quarttro Pezzi for Trumpet)의 전체 4악장을 분석하여 작품 내에서 단음 음악이 실현되기까지의 

다양한 시도와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악장별 특징, 주요 음고의 기

능과 역할, 음색, 선율 단편의 발전 방식, 중심음 등의 매개 변수로 구분하여 단음 음악이 실현되기

까지의 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네 개의 트럼펫곡≫의 분석을 통해 각 악장은 사용 음고의 수, 음역, 선율의 발전 방식, 

중심음, 음색, 강세 등이 다르게 표현되며, 악곡이 진행함에 따라 음고의 수를 차츰 줄여가면서, 중

심음을 명확하게 하나의 음고로 일치시킴으로써, 그리고 미분음의 기능을 중심음과 연계시킴으로

써 점진적으로 단음 음악에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셀시의 작품을 기존 무조 음악의 

분석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일부 이론가들의 주장, 그리고 작곡가 스스로가 단음 음

악은 ‘음과 음과의 관계’ 보다는 단음 자체가 발산하는 에너지에 더욱 집중하여야 한다는 조언에 

따라 그의 음악이 ‘전적으로’ 즉흥성에 기반을 두었을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간 듯하다. 물론 이와 

같은 즉흥성이 효과적으로 표현된 요소는 리듬이었다. 음고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강조됨에 따라 

셀시는 자유롭고 불규칙적인 리듬을 구사하였으며, 유사한 선율이 반복될 때 음가의 분할, 아티큘

레이션, 강세, 선율 윤곽 등의 끊임없는 변형을 추구하였다. 반면에 한정된 음형이 부분적 반복, 음

고류의 추가, 음가의 확장을 거쳐 일련의 선율로 발전되는 과정, 1악장에서 등장하는 조성음악에서

의 딸림음-으뜸음 진행에 필적할 만한 제스처, 상위 계층에서 이들의 반복, 중심음의 변화, 주요 부

분을 시작하는 동일한 선율의 제스처는 셀시의 단음 작품에서도 ‘음과 음과의 관계’는 여전히 중시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또 다른 목적은 ‘단음 음악’ 분석에 효과적인 분석 도구를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필자는 격자 그래프가 주요 선율을 이루는 음고의 분포, 음역의 변화, 선율의 윤곽을 시각화하기에 

효과적이라 생각하여 이를 활용하였으나, 강세, 음가의 표식은 반영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최근 국제 음악학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셀시에 관한 음악학적 연구가 활발하다. 이태

리 음악학자들은 연구 결과물을 영어나 다국어로 출간―Music as Dream (2013), Giacinto Scelsi: 

Music Across the Borders (2019)―하고 있고, 저명한 국제 학술지인 Contemporary Music Review

에서도 논문을 공모하여 곧 출간할 예정이다. 단음 음악의 대가인 셀시의 작품을 이해하고 연구하

는 것은 음악학자들이나 이론가들에게 분명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그가 단음 음악의 선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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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단음의 가능성과 유용성을 규명했다는 이유에서 뿐 아니라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단음 음악을 연구하고 발전시킨 그 과정이 후속 세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을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셀시와 그의 단음 작품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활성화되

기를 기대해 본다. 

검색어

지아친토 셀시(Giacinto Scelsi), 단음 음악(single-note music), ≪네 개의 트럼펫곡≫

(Quattro Pezzi per Trumpet), ≪네 개의 관현악곡≫(Quattro Pezzi per Orchestra), 미분음

(quarter note), 음색(timbre), 중심음(Pitch Cen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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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Note Music as a Gradual Process in Scelsi’s 

Quattro Pezzi per Trumpet 

Jiyoung Par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gard the Giacinto Scelsi’s Quattro Pezzi per 

Trumpet as a gradual process to lead a single-note style in the final movement, and 

is to suggest analytical tools that might fit in and make one fully understand the 

complexity of Scelsi’s achievement. 

Scelsi realized and systematized that a single note might serve ample material 

for musical composition, an idea that was first suggested by Rudolf Steiner, and 

composer Dame Rudhyar in 1920s. Scelsi believed that real music has to focus on 

casual forces that a single note itself is able to release rather than to focus on a 

interrelation between pitches. The casual forces might derive from timbre, dynamics, 

micro-tones, articulation, and etc. 

Being regarded as a transitional single-note work, his Quatter Pezzi per Trumpet 

demonstrates the gradual process, which are expressed through reducing the number 

of pitches and pitch ranges, revealing the central pitch, and relating the micro tone 

to the central pitch.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grid graph may become effective 

as an analytical tool, in which visualizing pitch distribution and pitch centricity in 

each single not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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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친토 셀시의 과도기적 단음 음악: ≪네 개의 트럼펫곡≫ (1956) 분석

박지영

본 논문은 단음 음악을 대표하는 이태리 작곡가 셀시가 1956년 작곡한 ≪네 개의 트럼펫 곡≫ 

(Quarttro Pezzi for Trumpet)의 전체 4악장을 분석하여 마지막 악장에서 단음 음악이 실현되기까

지의 다양한 시도와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악장별 특징, 주

요 음고의 기능과 역할, 음색, 선율 단편의 발전 과정, 중심음 등의 매개 변수를 분석하였다. 

셀시가 명명한 ‘단음 음악’은 오롯이 한음이나 제한된 음고류만을 작품 소재로서 활용한다

는 의미가 아니라 음악이 독립된 음고 축을 중심으로 좁은 음역 내에서 진동한다는 의미이다. 

≪네 개의 트럼펫곡≫은 단음 음악으로서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악곡이 진행

함에 따라 음고 수를 줄여가면서, 중심음을 명확하게 하나의 음고로 일치시킴으로써, 그리고 미분

음의 기능을 중심음과 연계시킴으로써 점진적으로 단음 음악에 접근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격

자 그래프를 분석 도구로 활용하여 주요 선율을 이루는 음고의 분포, 음역의 변화, 선율의 윤곽을 

시각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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