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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음악에서 오르간 (또는 피아노) 연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전통예배
형식에서 처음과 끝(prelude & postlude)을 장식할 뿐 아니라 회중 찬송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그 외에도 찬양대의 반주 및 헌금이나 성만찬 시에 필요한 음악을 (offertory &
communion music) 대신하기도 한다. 따라서 예배에서의 오르간 연주는 전체 예배의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순서를 매끄럽게 진행시키는 역할을 한다.
본 워크샾은 예배 전반에 필요한 오르간 연주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직접 실기와 토론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 미국과 한국에 출판되어 있는 찬송가의 대부분은
4 성부로 되어 있고, 특히 미국 찬송가들의 경우, 교회 반주자를 위한 악보가 따로
되어있어, 반주법의 다양성 없이 그대로 쳐야 하는 인식이 있지만, 유럽 특히 독일의
찬송가의 경우, 멜로디만 있는 경우가 많아 자연히 예배 반주자의 찬송가 연주방법이 각기
다를 수 밖에 없다. 찬송가의 가사가 여러 절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멜로디에 붙어 있는
strophic form 이지만, 가사의 내용이 다르듯, 찬송가 반주도 각 절이 다르게 되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워크샾에서는 회중 찬송 반주 필요한 찬송가 전주 만들기, 가사 묵상을 통한 다양한
화성 만들기, 전조하기 등 창조적이고도 예배 회중 찬송을 감격으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등을 논의하고 실습한다. 찬양곡 반주에서는 피아노 반주 악보를 오르간으로 치는
방법을 알아보며, 헌금이나 성만찬 시에 필수적인 organ improvisation 도 시도한다. 또한
대부분의 교회가 organist 인 동시에 music director 인 경우가 많으므로 오르간을 치면서
찬양대를 지휘하는 console conducting 도 다룬다.

2010, No. 3 Music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