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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0세기 초 나타나기 시작한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 사조들의 흐름 

속에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역할을 하는 작곡가 무진스키의 음악세계와 작

품들을 살펴보고 오늘날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의 발전관계를 이해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 논문에서는 그의 작품 중 근본이 되는 피아노 음악들을 분석하여 

양식적 특성 즉, 형식, 선율, 화성, 조성, 리듬 그리고 구조 등 다양한 형

태의 기법들을 살펴보고 작곡가의 음악적 성장 과정과 철학적 배경 등을 

소개하고 있다.

무진스키의 음악은 20세기 음악의 다양한 형태 즉, 무조음악, 12음 

기법, 전위음악, 전자음악 등의 자유적인 양상에 반하여 신고전주의, 신낭

만주의 혹은 신바로크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로서 전통적인 형식

을 사용하였으나 작품의 성격은 매우 자유스러운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1960년대 다큐멘터리 영화음악 제작에 참여하여 매우 독창적이고 감각적

인 음악들을 남기고 있다.

무진스키의 음악은 현대음악 시기에 존재하지만 조성의 성격을 버리

지 않고 경제적인 아이디어와 서정적인 선율, 복조성, 9음 음계 등 신고

전주의적이며 신낭만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매우 독창적이고 작품

성 있는 음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오늘날 영화음악과 재즈음악 발전에 

매우 좋은 토양이 되었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영화음악, 필름, 피아노, 신낭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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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미국의 음악은 1607년 메이플라워호에 의해 처음 이주된 이

후 계속적으로 유럽음악의 영향을 받았으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무조음악과 12음 기법을 이용한 

음악들, 전위음악, 전자음악 등이 그것이며, 이에 반기를 들고 

신고전주의, 미니멀리즘, 신낭만주의 등 조성으로의 회귀를 시도

하는 음악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양상들이 모두 미국의 음악을 

만들어 가는 각 부분으로 현재 미국의 음악은 다각도로 계속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음악적 배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

버트 무진스키(Robert Muczynski, 1929~2010)는 20세기 미국 피

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대부분의 작곡가들과는 달리 조성음악 작

곡가의 한사람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의 작품들은 신고전주

의, 신낭만주의 혹은 신바로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20세기의 사조를 무시하지는 않았으나 극단적인 진보를 피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작곡가이다. 무진스

키는 그 자신이 피아니스트였던 만큼 여러 곡의 피아노 작품을 

작곡하였으며 무진스키의 작품들은 그의 특징적인 음악 기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진스키는 20세기 초 다양한 

형태의 음악으로 발전되어가는 미국의 영화음악과 프리 스타일 

음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작곡가이었고 1960년대 미국 아리

조나 대학 필름 연구소에서 제작한 도큐멘터리 영화에 참여하여 

영화 음악 분야에서 독창적인 창작 활동을 하였다. 그가 참여한 

작품으로는 The Great Unfenced(1963), Yankee Painter(1963), 

American realists(1964), Charles Burchfield: His Art(1966), 

Terra Sancta(1967), 그리고 Bellota: Story of Roundup(1969) 

등등 다수의 작품들이 존재한다. 그의 이런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진스키의 중심적 음악 특성과 양식

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무진스키의 생애와 음악스타일, 또한 그의 음악  작품

이 가지는 일반적인 양식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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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 볼 것이다. 각곡의 

형식, 선율, 리듬, 특징적인 화성, 작곡기법을 분석해 보고자 한

다.  

II. 무진스키의 생애와 음악 스타일

1. 생애

로버트 무진스키(Robert Muczynski, 1929~2010)는 폴란드 태

생의 미국인 아버지와 슬로바키아 태생의 어머니 사이에서 1929

년 3월 19일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음악적 배경은 없었으

나, 그의 조부모집에서 처음 피아노를 접한 뒤 5살부터 피아노 

레슨을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연주자의 길을 결심하게 된 무진스

키는 1945년 시카고의 American Conservatory에 있는 버사 스카

피(Bertha Scaffi)에게 레슨을 받는다. 이어서 그는 1947년 시카

고의 드 폴(De Paul) 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게 되는데 그 

곳에서 그는 리스트 제자에게 사사한 월터 크누퍼(Walter 

Knupfer)로부터 피아노를 배우게 된다. 또한 1949년 새로 부임한 

러시아 태생의 작곡가 체레프닌에게 작곡을 배우게 되는데, 점점 

작곡에 대한 관심이 늘어감에 따라 정식으로 두 가지 공부를 병

행하게 된다. 1950년 무진스키는 드 폴대학에서 피아노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받고, 1952년에 동 대학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석

사 졸업연주에서 자신의 작품인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디베르티멘토, Op.2」를 드 폴 대학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졸업 후 에 그는 드 폴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1953년 프롬 음악 재단(Fromm Music 

Foundation)으로부터 작품을 의뢰받고 「교향곡 1번, Op.5」를 

작곡하였으며, 1955년에는 록펠러(Rockefeller) 재단의 장학금이 

수여되는 루이빌 오케스트라 위임 프로젝트(Louisville 

Orchestra Commissioning Project)에 최연소 작곡가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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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에서 1956년에는 드 폴 대학에서 피아노 실기, 작곡, 이론

을 가르치고, 1956년에서 1958년에는 아이오와(Iowa)의 로라스 

대학(Loras College)에서 피아노, 작곡, 음악사, 이론을 가르치

면서 피아노 교수로 재직하였다. 이때에 작곡한 곡들로는 「체레

프닌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8」, 「피아노 소나타 1번, Op.

9」, 「관현악 모음곡」,과 「갈레나 마을 Op.10」등이 있다.

무진스키는 1958년 2월 4일 뉴욕 카네기 홀에서 자신들의 작

품으로 데뷔 무대를 가졌으며, 1959년 포드(Ford) 재단의 젊은 

작곡가 프로젝트(Young Composers Project)에 의해 선정된 작곡

가들 중 한 사람으로 연구비를 지원 받게 되고, 캘리포니아의 오

클랜드의 상임 작곡가로 임명되는데, 이것이 그가 다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때에 「트럼펫 삼중주, Op.11-1」, 「세 개

의 팀파니를 위한 세 개의 구상, Op.11-2」, 「도브테일 서곡

(Dovetail Overture), Op.12」등의 학생들을 위한 작품을 썼으

며, 연주를 위한 작품으로는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Op.13」과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Op.14」를 작곡하였다. 1960

년 「도브테일 서곡, Op.12」초연 후, G. Shirmer 출판사에서 무

진스키 작품의 독점 출판 계약을 제안하였고, 무진스키는 작곡가

로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받게 되었다.1)  1961년 여름 무진스

키는 프랑스 정부 장학금을 지원받아, 프랑스 니스에 있는 음악 

학교에서 체레프닌의 제자로 공부하고 그곳에서 「플루트와 피아

노를 위한 소나타, Op.14」로 국제 콩쿠르 상(Concours 

Internationale Prize)을 수상하였고, 같은 해에 「피아노를 위

한 모음곡, Op.13」으로 국제 음악학회의 현대음악상

(International Society for Contemporary Music Prize)을 수상

하였다. 1961년 포드 재단에서 연구비를 또다시 지원 받게 되었

으며, 애리조나 고등학교의 상임 작곡가로 임명되었다. 이 시기

에 그는 「타악기를 위한 진술(Statements for Percussion」,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1) Arias, Enrique Alberto. Alexander Tcherepnin: a Bio-Bibliograph

y, (New York: GreenWood Pres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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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과 타악기를 위한 팡파르(Fanfare for Brass and 

Percussion」, 혼성 4부 합창곡「알렐루야」,피아노곡「토카

타,Op.15」,목관5중주곡「움직임(Movements), Op.16」등의 작품

을 썼다.

1964년 무진스키는 시카고의 루즈벨트 대학(Roosevelt 

College)의 초빙 교수로 있으면서 음악사, 관현악법, 작곡 등을 

가르쳤다. 그는 1965년 애리조나 대학교(University of Arizona)

의 작곡과 교수로 부임, 1988년 은퇴할 때까지 재직하며 피아노

실기, 관현악법 이론 등을 가르쳤다. 이 시기에 그는 「여름날의 

일기, Op.19」,「우화, Op.21」,「피아노소나타 2번, Op.22」,

「기분 전환, Op.23」등의 피아노 작품을 썼고,「피아노 삼중주 

1번, Op.24」,「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Op.25」,「환상곡 

트리오, Op.26」,「항해, Op.27」등의 실내악 작품을 작곡하였

다. 이 중「여름날의 일기(A Summer Journal for Piano), Op.1

9」는 The Piano Quaterly의 “Best of the Year 1966"에 선정되

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는 피아노곡 「7(Seven), Op.30」,「피아노 소나

타 3번, Op.35」,「매버릭 피스(Maverick Pieces for Piano), 

Op.37」 등을 썼고, 「플루트 이중주, Op.34」등의 실내악 작품

을 남겼으며, 1982년에는 하프시코드를 위한 「소묘(Profiles), 

Op.42」를 작곡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무진스키의 음악은 애

리조나 대학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뿐 아니라 해외에까지 알려지

면서 많은 작품들이 여러 곳에서 연주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외국에 알려진 그의 곡은 웨스턴 아트 트리오(Western Arts 

Trio)의 위촉 작품 「피아노 삼중주 2번, Op.36」으로, 1975년에 

유럽, 호주, 멕시코 등지에서 연주되었다. 1977년에는 「피아노 

소나타 3번, Op.35」가 메릴랜드 주립대학(The University of 

Maryland)에서 주최하는 제 7회 The International Piano 

Festival:  William Kapell Competition의 제 2차 예선 지정곡으

로 선정됨으로써 음악가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동시에 작곡가 

자신의 위상 또한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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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에는 무진스키 최고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는 「가면

(Masks), Op.40」, 1982년에 퓰리처 상 후보로 지명된 「알토 색

소폰 협주곡(Concerto for Alto Saxophone and Chamber 

Orchestra), Op.41」, 1983년에 「꿈의 순환(Dream Cycle), 

Op.44」등이 작곡되었다. 무진스키는 1988년 애리조나 대학의 명

예교수가 되면서, 그의 나이 만 59 세로 은퇴한다. 은퇴 후 자유

로운 창작활동과 연주활동을 병행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작품으

로는 1996년작품인 절대적 한계(Desperate Measure)라는 부제를 

단「파가니니 변주곡(Paganini Variations for Piano), Op.48」

이 있다.  

2010년 5월 25일, 미국 애리조나 주 투손에서 생을 마감하였

다.

2. 음악 스타일

 20세기 초 미국의 음악은 특수한 역사적 배경 즉,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건너온 다양한 민족들의 문화가 배경이 되

었다. 20세기 중반부터는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에서 미국으

로 건너온 작곡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대를 형성하게 된다. 

이 들 중 많은 작곡가들이 조성음악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이

는데 무진스키도 이들 중 한명이었다. 20세기 중반으로 들어서면

서 청중들은 조성 중심이 없는 무조 음악으로부터 고개를 돌렸으

며, 작곡가들 또한 이를 깨닫기 시작, 지난 과거의 조성음악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조성음악을 추구하며 전통적인 

양식에 관심을 갖고 때로는 12음계 기법을 사용하는 작곡가들로 

큰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여 활동하였다.2) 그들이 택한 조성음악

2) 작곡가들로는 Leslie Bassett (b. 1923), William Bergama (b. 1921), 

Robert Evett (b. 1922), Richard Faith (b. 1926),  Ned Rorem (b. 

1923), Leo Smit (b. 1921), Hale Smith (b. 1925), Robert Stater (b. 

192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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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복귀는 특별히 새로운 사조나 기법의 모색이라기보다는 

무조성과 음렬음악으로 현대음악이 잃어버렸던 많은 청중을 되찾

기 위한 일부 작곡가들의 노력이라 볼 수 있다.3) 

조성음악 작곡가의 한사람으로 분류되는 무진스키의 음악은 

종종 신고전주의, 신낭만주의 혹은 신바로크로 분류된다.4) 무진

스키의 작품은 대체로 프로코피에프의 영향을 받은 신고전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바르톡, 바버, 쇼스타코비치의 영향은 피

아노의 타악기적 사용, 섬세한 구조, 다양한 분위기의 사용, 서

정성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에게 가장 많은 영

향을 미친 사람은 그의 스승인 체레프닌이었다. 대학 때의 유일

한 스승 이였던 체레프닌의 가르침으로 무진스키는 풍부한 화성

적 어휘를 구사하고 주제적 소재를 노련하게 다루게 된다. 체레

프닌은 복조성(bitonality), 불규칙적인 리듬, 9음 음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모든 것이 무진스키의 음악에도 나타난다. 무진스

키는 밀집음군(note cluster), 불협화음, 지속음의 사용 등 음색

이나 화성진행에 있을 하는데 있어서 형식적 간결함, 효과적인 

피아니즘을 갖게 했다. 반면에 분명한 중심조성의 곡 안에서의 

다조성(politonality), 온음음계, 무조적인 요소들은 신낭만주의

적 경향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무진스키의 음악 작

품 중에서는 피아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성

격 소품들이 지배적이라는 사항이 특기할 점이다. 작품번호가 붙

여진 48개의 작품 가운데 피아노 독주곡은 무려 17개이다. 그 작

품들을 살펴보면 때때로 20세기 음악의 특징을 보이지만 기본적

으로 조성 작곡가이다. 

3) 이석원. 현대음악: 아방가르드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서울: 서울

대학교 출판부. 1997), p. 216. 
4) Ahn, Kwang Sun. "An Analytical study of the variations on the 

theme of Paganini's twenty-fourth caprice, Op.1 by Busoni, 

Friedman, and Muczynski." (D.M.A.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2000),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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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연도 작품명

1949-50 Sonatina for Piano, Op. 1 (피아노를 위한 소나티나)

1952 Five Piano Sketches, Op. 3 (5개의 피아노 스케치)

1953-54 6 Preludes for Piano, Op. 6 (6개의 프렐류드)

1955
Variations on a Theme of Tcherepnin for Piano, Op. 8

(체레프닌 주제에 의한 변주곡)

1955-57 First Piano Sonata, Op. 9 (피아노 소나타 1번)

1960 Suite for Piano, Op. 13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1961-62 Toccata for Piano, Op. 15 (피아노를 위한 토카타)

1964 A Summer Journal for Piano, Op. 19 (여름날의 일기)

1965 Fables, Op. 21 (우화)

1965-66 Second Piano Sonata, Op. 22 (피아노 소나타 2번)

1967 Diversions, Op. 23 (기분전환)

1970-71 Seven for Piano, Op. 30 (7)

1973-74 Third Piano Sonata, Op.35 (피아노 소나타 3번)

1976 Maverick Pieces for Piano, Op. 37 (매버릭 피스)

1980 Masks for Piano, Op. 40 (가면)

1983 Dream Cycle for Piano, Op.44 (꿈의 순환)

1996
Paganini Variations (Desperate Measures) for Piano, Op. 48

(피아노를 위한 파가니니 변주곡)

표.1.  작품연대표

무진스키는 피아노 음악에서 그만의 독특한 어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자신이 뛰어난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그는 피아노라

는 악기가 가진 잠재된 가능성까지 충분히 발휘되도록 작곡할 수 

있었다.5) 그는 피아노가 가진 서정성과 동시에 타악기적 특성까

지 살렸으며, 피아노적인 효과를 위한 아티큘레이션, 빠르기, 다

이내믹, 페달의 세심한 지시까지 악보에 담고 있다. 

III. 양식적 특징

5) Ahn, Kwang Sun.,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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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식과 선율

주로 2부나 3부 구성이 가장 많이 사용을 사용되었으며 내용

이나 분위기를 암시하는 제목을 달기도 하였다. 슈만이나 프로코

피에프처럼 여러 악장의 소품집의 형태를 가진 곡들이 대부분이

다.  

무진스키는 귀에 들어오는 단순한 선율을 주로 사용하였다. 

즉 긴 선율보다는 균형 잡힌 짧은 선율을 사용과 음형의 반복, 

반복음, 동기적 진행이 많으며 반음계적 색채를 지닌 선율과 교

회선법, 온음음계에 의한 선율도 자주 사용하였다.

악보 1.  D 리디안의 사용
Maverick Pieces for Piano, Op.37-7, 마디 1-12 

2. 화성과 조성

무진스키는 동시대의 20세기 작곡가들처럼 화성과 가지고 여

러 가지 실험을 많이 했다. 7도, 9도를 포함한 3화음과 4도 화음

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11도, 13도 화음 또한 자주 등장하는데 

때로는 기능적 화성의 개념을 떠나 음향적 색채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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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2.  7도를 포함한 3화음, 4도화음의 사용 
  Six Preludes, Op.6, No.1, 마디 5-8

악보 3.  4도화음의 사용
  Toccata, Op. 15, 마디 55- 56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기본적으로 조성작곡가이나 분명한 중

심조성 안에서 색다른 음계 사용을 위해 중세의 선법이나, 반음

계, 불협화음의 사용, 때로 조성의 감각을 부정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온음음계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악보 4.  불협화음의 사용

 A Summer Journal, Op.19, 마디 1-4

 그의 음악은 조의 중심 또는 음 중심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

문에 조성음악이라고 볼 수 있으나, 때로는 오른손, 왼손이 다른 

조성으로 되어있는 복조성이나 다조성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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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복조성의 사용 
 Six Preludes, Op.6, No.6, 마디 3-6

또한 음향적 색채를 나타내기 위해 곡에 울림을 주는 지속음

을 사용하였는데 무진스키의 지속음은 조성을 나타내기 위함보다

는 그의 서정성의 표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악보 6. A Summer Journal, Op.19, No.3 Midday, 마디 17-26

 악보 7.  Six Preludes, Op.6, No.1 마디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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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크 음악의 특징 중 하나인 오스티나토 베이스를 많이 쓰

고 있는데 이는 곡의 추진력을 주는 효과를 가져 온다.

 악보 8.  Fables, Op.21, No.4 마디 1-10

 악보 9.  Diversions Op.23, No.9 마디 1-8

 악보 10.  A Summer Journal Op.19, No.2 Park Scene 마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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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궁동의 4개의 8분음표가 반복되는 예도 보여 진다.

 악보 11.  A Summer Journal Op. 19, No.4 Birds 마디 1-4 

무진스키는 프로코피에프처럼 복조성의 코드나 옥타브의 빠

른 반복 패시지를 사용하였다. 이는 비르투오조적 효과와 타악기

적인 효과를 동시에 보여준다. 

 악보 12.  Prokofiev Toccata Op.11, 마디 80-84

 악보 13.  Muczynski Suite, Op.13, Scherzo 마디 9-11

3. 리듬

무진스키가 피아노적 효과를 내기 위하여 사용한 가장 특징

적인 수단은 바로 리듬인데 그의 섬세한 감각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는 단순하면서도 간결한 그러나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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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있고 역동적인 리듬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지속적으로 반복되

는 리듬 패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불규칙적인 악센트

를 사용, 곡의 강약의 위치를 바꾸어 선율보다는 리듬이 두드러

지는 예가 많다. 

악보 14.  불규칙한 악센트의 예
 Sonatina Op,1, No.1 마디 84-86 

 악보 15. 복리듬 패턴의 예
 Six Preludes Prelude II, 마디 10-13

잦은 변박(multi-meter)이 나타나며 당김음, 헤미올라, 재즈 

리듬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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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6.  잦은 변박의 예
 Summer Journal, Op. 19, No.6, Night Rain, 마디 10-14

 악보 17.  헤미올라의 예
 Suite Op. 15, Scherzo, 마디 66-69

 악보 18.  재즈리듬의 예
 Diversions, Op.23, No.5, 마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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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

섬세하면서 다양한 구조의 사용은 무진스키만의 또 다른 중

요한 특징이다. 반면에 그는 종종 곡의 분위기의 통일을 위하여 

하나의 구조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타이틀과 관련되어 매우 효과

적으로 작용된다. 

 악보 19. Suite Op.13, Labyrinth, 마디 1-5

밀집된 구조보다는 넓은 음역의 구성을 선호했으며, 화음 배

치 또한 주로 넓게 사용하였다. 

 악보 20. 넓은 음역 사용의 예
 Diversion, Op.23, No.3, 마디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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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21.  넓은 음역 사용의 예
 A Summer Journal, Op.19, No.3, Midday, 마디 40-42

                                  

 IV. 결론  

 

지금까지 무진스키(Robert Muczynski)의 다양한 작품들을 중

심으로 그의 음악세계, 그리고 피아노 음악과 그 양식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20세기 미국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무진스

키는 급격한 변화와 다양성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면서 전통적인 

형식이나 소재를 이용하여 무진스키만의 방법으로 그만의 독특한 

음악어법을 확립시킨 작곡가이다. 무진스키 자신이 피아니스트였

던 만큼 그의 작품은 피아노곡이 주를 이루며 그의 독창성 또한 

피아노 작품에 잘 나타나 있다. 음렬음악, 전자음악이 중요한 흐

름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시기에 무진스키는 기본적으로 조성작

곡가였으며 종종 신고전주의, 신낭만주의 혹은 신바로크적 작곡

가로 분류되기도 한다. 경제적인 아이디어, 서정적인 선율, 복조

성(bitonality), 9음음계, 2개의 연속되는 테트라코드의 사용 등 

그의 피아노 작품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신고전주의적이며 신낭

만주의적 성향은 그의 선생이었던 러시아의 작곡가 체레프닌의 

영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선율보다 리듬형태

의 강조, 타악기적인 요소와 서정적인 요소의 적절한 조화는 프

로코피에프의 영향을 나타내며, 중세 선법의 사용, 타악기적 불

협화음, 비대칭적 박자 구조, 불규칙한 액센트, 다양한 분위기의 

사용 등은 바르톡, 스트라빈스키의 영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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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스키의 보수적인 성향은 불규칙적인 박자, 복조성, 재즈 음악 

등 동시대적인 성향과 어우러져 그만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만들

어 내었다. 

무진스키 음악의 양식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선율은 짧고 

단순하지만 역동적인 선율을 선호하였으며 음형의 반복, 반복음, 

동기적 진행이 많다. 더불어 선율 중심이 아니라 특징적인 음형

을 중심으로 곡이 진행되는 형태가 많으며, 마디와 관계없는 몇 

개의 규칙적인 음표군을 나열하면서 프레이즈를 구성하는 반복기

법을 자주 사용하였다. 

둘째, 화성에 있어서는 분명한 중심조성 안에 3도 화음을 주

로 사용하였으며 조성적 바탕은 전통화성을 벗어나지 않는다. 증 

7, 9, 11, 13도 화음들도 사용하였으며 기능화성과는 별개로 병

행 화음 또한 즐겨 사용하였다. 색다른 음계 사용을 위해 중세의 

선법이나, 반음계, 불협화음, 온음음계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4

도 음정과 부가음의 사용으로 독특한 음향적 색채를 만들어 내었

으며, 갑작스러운 전조, 복조성이나 다조성의 사용은 현대적인 

화성기법을 보여주는 예이다.

셋째, 무진스키의 리듬은 가장 특징적인 기법으로 그는 단순

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리듬을 주로 사용하였다. 지속적으로 반복

되는 리듬 패턴을 선호하였으며, 바로크 음악의 특징 중 하나인 

오스티나토 베이스를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불규칙적인 악센트

와 잦은 변박 등 불규칙적인 리듬 구조가 두드러지는 예가 많다. 

리듬에 대한 독창성은 그가 이뤄낸 변화 중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넷째, 종종 곡의 분위기의 통일을 위하여 하나의 구조를 사

용한 반면 섬세하면서 다양한 소리계층을 사용함으로 구조의 다

양성을 동시에 꾀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음역, 음향, 음색에 있어서 악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탐구, 그의 작품에 반영시켰다. 

무진스키는 고전적인 작곡기법과 현대적인 어법을 이상적으

로 조합하여 그만의 독자적인 개성을 잘  만들었던 미국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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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있는 작곡가로 평가 받고 있으며 1960년대 그가 참여했던 다

수의 다큐멘터리 필름 음악 등이  오늘날 많은 장르의 음악가와 

작곡가들에게 큰 모티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은 오늘날 미국의 영화음악과 재즈음악의 

발전에 매우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어 음악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 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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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tylistic Features of Muczynski’s Music Which 

Affects Movie

Yoon, YoungJo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music world of the 

composer Muczynski, who played an important and meaningful role 

in the various experimental trends of music which began to appear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his works, thereby understanding his 

relationship with the development of music of various genres today. 

In the study, his pieces of piano music among his works, which 

formed the basis for his music, were analyzed. The study examined 

stylistic characteristics, that is techniques of various types including 

form, melody, harmony, tonality, rhythm and structure, and 

introduced the composer’s growth in terms of music and 

philosophical background. 

Muczynski, the composer who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neoclassicism, neoromanticism and neobaroque in contrast to the 

various forms of the 20th music, namely music of free styles 

including atonal music, twelve-tone technique, avant-garde music 

and electronic music, used traditional forms.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his works are very free. In addition, in the 1960s, 

he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of documentary movie music, 

creating very creative and sensational music.  

Muczynski’s music has the features of tonality and shows 

neoclassic and neoromantic features including economical idea, 

lyrical melody, bitonality and nine-note scale. His music, therefore, 

is being evaluated as very creative and valuable and is largely 

significant in that it has provided a good basis for the development 



610

of modern movie music and jazz music today. 

keyword : movie music, film, piano, neorom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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