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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분석과 연주의 관계성을 토대로 한 해석이론

(Interpretationstheorie)에 관한 연구이다. 음악에서의 해석

(Interpretation)은 분석과 연주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것을

체계화 시킨 것이 해석이론이다. 음악은 다른 예술과 달리 작품을 창작

하는 작곡가와 그것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과

연주에 있어 대립적 관계가 발생하고, 이러한 양분화는 두 분야 모두 ‘해

석’이라는 분야를 함께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철학자 데이비스와 레빈슨, 음악학자 다누저는 이러한 해석을 유

형화시켜 설명하였다. 이들의 해석이론은 내용적인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다누저의 해석이론은 데이비스나 레빈슨의 해석이론

을 넘어서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앞선 두 사람의 해석이론은 분석에서

연주로의 일방통행(분석→연주)만을 나타낸 반면, 다누저의 해석이론인

분석적 해석론은 양방통행(분석⇄연주), 즉 분석해서 연주하고 연주를 분

석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분석과 연주의 대립되는 양상을 완화하

고자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연주를 위한 해석이론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분석적 해석론이라고 명한 이 해석이론은 세 가지 측면에서의 분석을 필

요로 하는데, 악보 분석, 작품 분석, 연주 분석이 그것이다. 그리고 해석

이론이 작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고찰하기 위한 대상으로 쇼팽의 피

아노 작품 《Ballade Op.23》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단계인 악보 분석은 악보의 출판 과정을 통해 악보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쇼팽 발라드 Op.23의 경우 작곡가

자신이 초판 과정에 참여 했으며 초판의 버전에 따라 그 내용이 변하기

도 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판의 경우도 어



떤 버전의 초판을 참고하였는지, 주요 원전이 같은 것을 참고해도 개정

판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해야 연주에서 쇼팽의 의도를

최대한 끌어 낼 수 있다. 이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작곡가의 해

석과 편집자의 해석을 보다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연주자

는 자신의 연주 방향을 설정하는 연주자의 해석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발휘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인 작품 분석은 작품의 형식과 구조를 다양한 시각에서 접

근하는 것이다. 작품을 형식적 측면에서 본다면 같은 형식으로 작곡된

작품들 간의 형식적 유사성을 끌어 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특히 쇼팽의 발라드 Op.23처럼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작품을 분석할 때는 한계점이 있다. 작품의 구조는

상당 부분을 형식에 영향을 받지만, 작품 그 자체의 음악적 요소들이 가

진 특징을 중점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 작품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단계를 통해 우

리는 작품 그 자체를 서술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비판적으로 해석

할 수도 있게 된다.

세 번째 단계인 연주 분석은 기본적으로 악보나 작품에 대한 정보, 즉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하지 않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오직 소리로만 연주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주 분석을 통해 한 연주자의

연주 뿐 아니라 같은 작품을 연주한 서로 다른 연주자들의 연주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이는 같은 작품을 연주하는 또다른 연주자들에게 연주

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 할 수 있고, 비평가들이 연주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연주 비평을 제공할 때에도 설득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쇼팽 발라드 Op.23의 경우 낭만시대에 작곡된 작품인 만큼 필

자는 지정 구간에서의 다이내믹과 템포 분석을 제안한다. 기존의 녹음된

연주 분석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새로 시도한 점은 곡의 일부분이 아니

라 곡 전체 템포를 분석함으로써 연주 스타일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한

눈에 파악했다는 점이다. 또한 각 부분들의 분석을 통해 연주자들이 작



품에서 극적인 표현은 어떻게 나타내는지 템포 루바토는 어떻게 표현하

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템포를 분석하는 방법론적인 면에서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악보에 표기된 다이내믹과 템포 기호

가 실제로 그렇게 연주되는지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작품의 다른

부분이나 새로운 연구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므로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특히 분석 대상의 연주자 수

를 늘리면 작품의 특정 부분의 ‘평균’ 연주 스타일을 추출할 수 있으며,

이상적인 연주에 대한 실증적 예를 찾는 연구로도 그 범위를 발전시킬

수 있다.

필자가 제시한 모델은 개별적 작품의 이론적 해석인 분석을 토대로 작

품의 연주에 접근하는 분석적 해석론의 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연주 분석의 방법론적인 면에서 필자의 시각으로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

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상적인 연주를 위한 것이라고 해서 연주의

주체가 연주자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이 해석이론에서 작곡가, 비평

가/연구가, 음악가/지휘자/생산자, 청자 모두가 해석의 주체가 될 수 있

다. 이처럼 연주는 테크닉에 의존한 소리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음

악학적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분석적 해석이론은 의미를 갖는

다. 그리고 해석이론에 옳은 하나의 해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해석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분석에 근거

한 해석이론에 관한 연구 뿐 아니라 미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른 카테

고리의 음악학에 근거한 해석이론에 관한 연구로도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요어: 분석과 연주, 해석, 해석이론, 연주 분석, 쇼팽 발라드 Op.23

학 번: 2009-2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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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음악은 다른 예술과 달리 연주를 통해 생명을 얻는다.1) 그리고 연주자

들은 작품을 어떻게 연주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같은 작품일지라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연주한다. 왜냐하면 작품에 대한 연주자의 해석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음악에서 해석의 개념이 중요성을 획득한 시기는

1800년 전후로, 미학적 경향의 변화와 더불어 음악작품은 독자적인 미학

적 내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개별적 음악작품에 서로 다른 해석

이 통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받아들여졌다. 또한 레코딩 기록(음반)을 통

해 연주자들의 연주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해석의 개념은 최근 그 중요성

이 더욱 증가했다.2) 즉 우리는 작품을 분석하는 것도 ‘해석’, 작품을 연

주하는 것도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두 분야의

해석은 이론적 분야와 실제적 분야로 나뉘지만, 한 작품을 다양한 방식

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연주가 해석이 되고, 다양한 연주가 인정되는 이 시대에 ‘연주’란 무엇

인가? 일찍이 음악 평론가이자 이론가인 베커(Paul Bekker)는 연주자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독재의 권리를 강조하며, 연주자는 작곡가 또는 작품

과 청중을 연결해주는 중재자가 아니라 작곡가와 같은 정도의 가치를 갖

는 창조자의 위치까지 도달한다고 보았다.3) 또한 피아니스트 굴드(Glenn

Gould)는 악보의 같은 페이지를 두고 여러 가능성을 고려한 다음 가장

적절한 형태의 연주를 선택했으며, 분명한 분석적인 개념을 가지고 피아

노에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4) 이처럼 연주는 창의적 작업을 요구하는

것으로 많은 연주자들은 “훌륭한 연주”, “성공적인 연주”를 최종 목표로

1) F. Dorian(안미자 역), 『음악연주사』, 세광, 1991, p.17.

2) Stephen Davies, "Interpretation", The Grove Music Online. ; 홍정수․오희숙, 『아도르노 달
하우스 크나이프 다누저: 20세기 음악미학 이론』, 심설당, 2002, pp.350-351.

3) 오희숙, “즉흥연주와 재생산: 파울 베커의 해석이론에 관한 소고”, 『낭만음악』, 여름호(통권

19호), 1993, p.133.

4) Michel Schneider(이창실 옮김), 『글렌 굴드, 피아노 솔로』, 동문선 현대신서, 2002, p.88,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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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에 매진한다. 이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연주의 지향점은 바로 '이상

적인 연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연주에 대한 문제가 모두 소리 그 자체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

다. 작품의 연주는 작품이 담고 있는 복합적인 의미를 소리라는 감각적

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주를 할 때에는 테크닉의 완숙

이외에도 음악학적 배경지식을 필요로 한다. 즉 연주실제 측면에서의 연

주와 학문적 측면에서의 음악학이 잘 연결된다면 연주자들이 지향하는

연주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음악학에는 음악사, 미학, 사회학, 심리

학, 음악이론 등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필자는 이론 분야, 그 중에서도

‘분석’이라는 카테고리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연주를 잘 하기 위해서

연주와 분석, 이 두 분야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분석과 연주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이것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학자들이 많다. 마이어(L. B. Meyer)는 연주가 비록 직감적이

고 비체계적이라 할지라도 분석의 실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

고5), 나무어(E. Narmour)는 연주자들에게 엄격한 이론 토대 내에서의

분석 선행을 연주의 선행조건으로 요구한다.6) 이들이 말하는 분석과 연

주의 관계는 결국 해석(Interpretation)에 관한 것인데, 콘(E. T. Cone)은

음악의 구조와 연주에서 설득력 있는 해석은 어떠한 이상의 근사치 표현

이 아니라 선택7)이라고 주장하며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분석과 연

주의 양분화, 즉 이론적 분야와 실제적 분야의 대립은 두 분야 모두 ‘해

석’이라는 분야를 함께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석을 중심으로 분석과 연주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것이 해석이론

(Interpretationstheorie)이다. 이 분야는 데이비스(Stephen Davies), 레빈

5) Leonard Meyer, Explaining Music,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p.29.

6) Eugene Narmour and Ruth A. Solie(ed.), Explorations in Music, the Arts and Ideas: Essays
in Honor of Leonard B. Meyer, Pendragon Press, 1988, p.340.

7) Edward T. Cone, Musical Form and Musical Performance, Norton, 1968,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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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Jerrold Levinson), 헤르메렌(Göran Hermerén), 링크(John Rink), 쿡

(Nicholas Cook), 쉔커(Heinrich Schenker), 아도르노(Th. W. Adorno),

다누저(Hermann Danuser) 등에 의해 연구되었다.8) 특히 아도르노와 다

누저의 해석이론은 분석적 해석론(Interpretationsanalyse)으로 대표되는

데, 작품의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부분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에

서 그 의의가 있다.

연주를 위해 분석이라는 틀을 가지고 접근할 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한 작품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악보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가? 작곡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악보에 충실한

연주를 해야 하는가? 혹은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연주를 해야 하는가?

둘째, 작품의 형식이나 구조가 연주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연주

자들은 작품에서 템포나 다이내믹을 어떻게 소리로 실현하는가? 이들의

연주 방향은 어떻게 다른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가? 이러한 맥락

에서 연주를 위한 해석이론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

다. 특히 논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연구는 연주를 객관적으로 비교

한다는 점에서 새롭고 흥미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해석이론을 연구하고, 그

모델을 쇼팽(Fryderyk Franciszek Chopin, 1810-1849)의 피아노 작품

《Ballade Op.23》을 통해 고찰해 보겠다. 19세기 낭만시대의 절정에 작

8) 분석과 연주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학술 논문 Hugo Riemann의 “Ideas for a Study 'On

the Imagination of Tone'”(Journal of Music Theory, Vol. 36, No. 1, Spring 1992.), Nicholas
Cook의 “Between Process and Product: Music and/as Performance”(Music Theory Online,
Vol. 7, No. 2, April 2001.), Nicholas Cook의 “Theorizing Musical Meaning”(Music Theory
Spectrum, Vol. 23, No. 2, Oct 2001.), Janet M. Levy의 "The Power of Performer:

Interpreting Beethoven"(Journal of Musicology, Vol. 18, No. 1, Jan 2001.), Marion A. Guck
의 “Analysis as Interpretation: Interaction, Intentionality, Invention”(Music Theory Spectrum,
Vol. 28, No. 2, Autumn 2006.), 학위 논문 Peter Cornish의 “conception and enactment

inmusical performance”(PH.D.diss., University of London, Royal Holloway, 2002.), Sarah

Smith의 “Analysing and performing texture in Scriabin's piano music”(PH.D.diss.,

University of London, Royal Holloway, 2004.), Daphne Craig의 “Interpreting metre and

rhythm in five of Debussy's Douze Etudes”(PH.D.diss., University of London, Royal
Holloway, 2005.), Hui Chi Khoo의 “Playing with dynamics in the music of

Chopin”(PH.D.diss., University of London, Royal Holloway, 2007.) 등 다수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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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된 작품인 만큼 형식과 구조, 템포나 다이내믹 등 분석과 연주의 상호

관계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을 통해 거시적으로는 20세기 음악학자와 철학자들의 해석이론

에 근거한 철저한 작품분석과 다양한 연주자들의 녹음된 연주, 즉 음반

연구를 통해 이상적인 연주를 위한 해석이론을 이끌어내고, 미시적으로

는 최근 행해지는 연주에 관한 해석이론이 특정 작품에 특정 분석을 끼

워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 필자가 이끌어 낸 해석이론이

그 대안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성과와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이상적인 연주를 위한 해석이론이라고 해서 해

석의 주체가 연주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해석이론을 연구하는

음악학자들과 같은 문제를 고민하는 연주자들 간의 학제적 연구가 활발

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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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석이론의 유형과 모델 제시

1. 이론적 배경석

음악에서 해석(Interpretation)은 음악작품의 이해와 관련 있는 음악적

전문용어로, 처음에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기보법의 방법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해석은 실제 연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 즉, 연주 실제(Performing practice)의 학문이다.9)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서 해석의 개념은 ‘작가의 아이디어의 개념에 따르는 음악 작곡의

연주(표현)’이다. 그러나 그것은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해석의 개

념은 그것을 넘어선다. 오히려, 해석자 자신의 음악에 대한 아이디어는,

악보 안에 숨어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연주에

있어서 그 아이디어를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청중에게 옮길 수 있는 연

주자의 의견을 포함한다.10)

음악에서 해석의 개념이 중요성을 획득한 시기는 1800년 전후로, 미학

적 경향의 변화 -작품이 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집

중했던 영향미학에서 작품미학으로 바뀌면서-와 더불어 음악작품은 독

자적인 미학적 내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개별적 음악작품에 서로

다른 해석이 통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받아들여졌다. 이처럼 작곡가와

연주자의 지위를 부상시키는 미학적 변화에 따라 해석을 필요로 하는

‘작품’의 아이디어는 설명되고 이해되었다. 또한 해석의 개념은 비교적

최근 그 중요성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레코딩 기록(음반)을 통해 연주

자들의 연주 비교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11) “해석은 우리 시대, 우리 세

기의 미적 의식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라는 다누저

9) Stephen Davies, "Interpretation", The Grove Music Online.

10) Stephen Davies, "Interpretation", The Grove Music Online.

11) Stephen Davies, "Interpretation", The Grove Music Online. ; 홍정수․오희숙, 위의 책,

pp.3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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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mann Danuser)의 주장처럼, 20세기 이후 음악연주계는 해석이 중심

적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작곡가와 연주자의 분리가 정형화 되

었다.12) 이처럼 우리는 음악작품을 분석하는 것도 ‘해석’, 분석한 작품을

연주하는 것도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해

석에 대한 연구 분야를 다누저는 음악의 해석론 또는 해석이론

(Interpretationstheorie)이라는 용어로 체계화시켰다.13)

즉 음악에서의 해석은 분석과 연주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학문인 것이

다. 이 둘의 대립적 관계는 음악이 다른 예술과 달리 작품을 창작하는

작곡가와 그것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양자가 대립되는 양상을 완화하고자 시도하는 해석의 범

위는 이론가의 관점에서 분석과 연주를 연관시키는 분석, 연주자의 관점

에 의한 분석, 분석으로서의 연주 자체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다.

한편 이상적 연주가 어떤 것인가 하는 논의와 관련해 괴어(Lydia

Goehr)는 두 가지 연주 구분을 제시한다. 하나는 ‘음악(작품)의 완벽한

연주(perfect performance of music)’이고, 다른 하나는 ‘완벽한 음악 연

주(perfect musical performance)’이다.14) 전자는 작품 자체가 핵심이 되

는 것으로, 연주자는 작곡가의 의도에 엄격히 충실하거나 자신의 음악가

적 능력을 첨가함으로써 완벽성을 추구한다. 반면 후자는 사회적 차원에

초점을 둔 것으로, 연주자에 의해 작품 본질에 대한 탐구와 실험이 연주

를 통해 행해진다. 또한 링크(John Rink)는 ‘연주를 위한 분석’, ‘연주자

에 의한 분석’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15), 이러한 구분은 연주

자에게 다양한 해석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론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

12) 홍정수․오희숙, 위의 책, pp.350-351.

13) 홍정수․오희숙, 위의 책, pp.350-352.

14) Lydia Goehr, The Quest for Voice: On Music, Politics, and the Limits of Philosoph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p.133-134.

15) 링크는 어떤 사람의 해석이 확신을 가지려면, 역사적 정확성의 연주가 아니라 분석적 엄격함

이나 기술적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정격의’ 연주를 강조하는데 그가 말하는

정격연주는 원전연주의 재창조를 바라는 상상에서 태어난 소위 ‘진정성(authenticity)’이라 부르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말하는 ‘정격의’ 연주는 결국 ‘(연주자) 당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지식은 어디에서 오는 건지 아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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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시도는 이론과 실제의 대립을 좁히려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석의 범위가 다양한 영역에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로 음악에서의 해

석의 주체도 다양하다. 철학자 헤르메렌(Göran Hermerén)은 음악에서

해석자는 작곡가(the composer), 음악가(the musician), 지휘자/생산자

(the conductor/the producer), 청자(the listener), 비평가/연구가(the

critic/researcher)로 나뉜다고 제안한다.16) 헤르메렌은 작곡가가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도 일련의 해석의 과정으로 간주할 만큼 해석의 범위를 확

대했지만, 해석의 범위와 주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작품을 분석하는 것, 작품을 연주하는 것,

연주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각기 다른 해석의 과정들이 같은

의미나 같은 목적에서 같은 것을 해석하는 것은 아니며 해석에 대한 연

구는 이러한 다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들 해석의 범위와 그 주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6) Göran Hermerén, "The Full Voic'd Quire: Types of Interpretation of Music", The
Interpretation of Music: Philosophical Essays, edited by Michael Krausz,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14.



- 8 -

<표 1: 해석의 범위와 주체>

작품의 연주도 일련의 해석의 과정이지만 엄격히 말해서 해석은 구체화

된 연주와는 별개이다. 연주는 레코딩에 의해서 재생산될 수 있는 반면,

재-수행 할 수는 없으며, 해석은 연주의 각각 다른 경우에서 반복 될 수

있는 사항의 연속적 결과로 생긴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연주자나 지휘

자에 의한 각각 다른 연주는 같거나 매우 유사한 해석으로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이다.17)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해주는 해석의 다양성에도 불구하

고, 작품분석이나 연주에 있어서 개인의 취향을 넘어선 보편적인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 바로 이런 점이 해석이론과

연주론(Vortragslehre)의 경계를 확실히 구별 짓는다.

이처럼 분석과 연주의 관계성을 토대로 한 해석에 관한 연구는 영미권

과 독일어권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헤르메렌과

17) Stephen Davies, "Interpretation", The Grove Music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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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John Rink), 쉔커(Heinrich Schenker), 쿡(Nicholas Cook)은 분석과

연주(analysis and performance)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들의 관

계성을 설명하였고, 데이비스(Stephen Davies), 레빈슨(Jerrold

Levinson), 아도르노(Th. W. Adorno), 다누저(Hermann Danuser)는 해

석(Interpretation)이라는 상위 개념의 용어 아래에서 분석과 연주의 관계

성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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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이론의 유형

분석과 연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음악학자와 철학자들에 의해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중에서 필자는 철학자 데이

비스(Stephen Davies, 1950~)와 철학자 레빈슨(Jerrold Levinson, 1948~),

음악학자 다누저(Hermann Danuser, 1946~)의 해석이론을 중심적으로 살

펴 볼 것이다. 해석이론에 관한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해석을 그 주체와

범위에 따라 유형화 시킨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다시 데이비스와 레

빈슨의 해석이론, 다누저의 해석이론으로 나누었다. 분석과 연주의 관계

성에 있어 전자는 분석의 선행에서 연주로의 일방통행을, 후자는 분석과

연주의 양방통행을 강조한다는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2.1. 데이비스와 레빈슨의 해석이론

데이비스는 해석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레빈슨은 해석을 두 가지 유형

으로 나누었다. 이를 통해 해석에 관해 이들은 어떤 시각인지 그것이 어

떤 의의를 가지는지 고찰해 보겠다. 우선 데이비스의 경우를 살펴보자.

데이비스는 자신이 제시한 다섯 가지 형태의 해석은 서로 연관되어 있

고, 옳은 해석이 하나라고 추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의 해석이론에 대

한 전제조건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첫 번째 유형은 기보법의 해석(Notational Interpretation)이다. 서양 클

래식 음악에서 기보법은 매우 중요하다. 악보는 작곡가가 작품을 창조할

때 발생하는 것이고, 연주자는 그 악보로 연주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연주자가 악보를 읽을 때, 해석할 때, 기보법의 해석은 발생한

다.18) 하지만 악보는 하나의 상징체계이므로 기보된 악보는 자명한

18) Stephen Davies, “The Multiple Interpretability of Musical Works”, Themes in the
Philosophy of Music,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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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xplanatory) 것이 아니다.19) 즉 그것들의 의미는 그 자체로 명료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연주자는 다수의 질문들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연주자가 <악보 1>을 연주한다고 가정해 보자. 연주자는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시작 부분의 8분 음표와 마디2

에서의 8분 음표, 마디4에서의 8분 음표는 모두 주어진 리듬가대로 채워

서 연주야 하는가, 짧게 연주해야 하는가? 마디8의 오른손 부분 마지막

세 음(A³-C⁴♯-E⁴)과 마디9 첫 음(A⁴)은 마디9 첫 박의 왼손 아르

페지오(A³-C⁴♯-E⁴-A⁴)와 어떻게 다른가? 마디9 첫 박에서 오른손

음(A⁴)은 왼손의 어떤 음과 함께 연주되어야 하는가? 마디2, 3, 4, 5, 9

에서의 8분 쉼표는 얼마 동안 쉬어야 하는가? 악보에 나타나는 프레이즈

는 꼭 그렇게 연주해야 하는 것인가, 혹은 선택사항의 문제인가? 심지어

악보에 표기되어 있는 지시사항도 분명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다. 알레그

로 비바체(Allegro vivace)는 매우 빠르고 생기 있게 연주하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무엇이 빠른 템포인가? 피아노(p), 피아노포르테(fp), 피아니

시모(pp)는 여리게, 세게 곧 여리게, 매우 여리게를 의미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의 음량 또는 세기로 연주 되어야 하는가?

이처럼 연주자들은 악보를 읽을 때, 해석의 문제에 직면하고, 이 영역을

선택하는 해석의 주체는 많은 부분이 연주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므로 기

보법의 해석을 통해 악보를 정확하게 읽는 것은 작곡가의 지시사항을 객

관적으로 포착했을 때 발생하는 선택사항들 중 그것들의 상대적인 중요

성을 알아보는 한 가지가 될 것이다.

19) Stephen Davies, 위의 책,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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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Beethoven Piano Sonata No.2 in A major, Op.2 마디1-17>

두 번째 유형은 편집의 해석(Editorial Interpretation)이다. 편집의 해석

은 기보법의 해석에서 발생하는 애매함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이다.20) 그

리고 여기서 언급한 애매함이란 작품에서 불분명함을 나타내는 것이지

불충분함이나 기보법 그 자체의 문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데이비

스는 설명한다.

예를 들어 <악보 1>에서 제시된 지시사항 -빠르기 말이나 셈여림은-

은 불충분한 것이지 불분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애매함의 전형적인

경우는 인쇄 오류나 작곡자의 기보법적인 실수 때문에 일어난다.21) 데이

비스는 만약 그것이 인쇄 오류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편집자는 작곡가의

원본을 우선해서 수정해야 하고, 오류가 만약 작곡가의 것이라면 편집자

는 그 오류를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자의 예는 다음에서 살펴볼

<악보 2>에서 잘 나타난다. 제시된 악보는 헨레판(G.Henle Verlag)의

베토벤 악보로 마디165의 왼손 첫 음은 F³음으로 기보되어 있다. 하지만

헨레판의 편집주에서 베토벤의 자필 악보(autograph)에는 F³♭음으로 기

보되어 있고, 원전판(Original Edition)에는 F³음으로 기보되어있다고 밝

20) Stephen Davies, 위의 책, p.249.

21) Stephen Davies, 위의 책,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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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 있다.22) 원전판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편집주는 상당히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때 음악의 논리적인 판단을 통해 선택을 하는 것은 연

주자의 몫이다. 그리고 하나의 악보에서 각각의 애매함을 위한 한 가지

정확한 해결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편집자는 그것을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록해야만 한다고 데이비스는 제안한다.

<악보 2: Beethoven Piano Sonata No.21 in C major, Op.23 마디1-17>

세 번째 유형은 연주자의 해석(Performative Interpretation)이다. 데이비

스는 “음악작품”을 얼마나 많은 연주자들의 세부사항이 작품을 구성하는

지에 의존하는 ‘두꺼운’ 또는 ‘얇은’이라고 부른다. 그가 선호하는 대안

한 가지는 19세기 이후의 작품을, 그보다 더 이전시대의 것 보다는 좀

더 두꺼운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23) 연주는 항상 작품의 어떤 것 보다

더 상세한 것이기 때문에 연주자는 무엇이 소리 나는 것이 되는지 또는

어떻게 그것이 행해지는지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선택들을 통해서

발생한 것이 바로 연주자의 해석이다.24) 실제로 만약 작품이 얇다면 더

많은 해석의 기회를 연주자에게 제공할 것이고, 대부분의 가치와 매력이

22) Beethoven, Klaviersonaten Band Ⅱ, Published by G. Henle Verlag, 1975/76, p.92.

23) Stephen Davies, 위의 책, p.251.

24) Stephen Davies, 위의 책,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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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의 해석적인 면에 놓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악보 3>은 후기 바로크 시대 작곡가인 텔레만(Georg

Philipp Telemann)의 《방법론적 소나타》로 텔레만은 리코더, 비올라

다 감바, 오르간(통주저음)을 연주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에게 비루투오

조 스타일로 연주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러한 작품을 작곡했

다.25) 데이비스의 주장대로라면 이러한 작품은 얇은 작품으로, 연주자 -

특히 통주저음 연주자-는 기보된 통주저음을 자신만의 해석으로 연주해

야한다. 게다가 리코더로 지정된 독주 악기와 비올라 다 감바, 통주저음

악기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편성 악기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어떤 편

성으로 연주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다.

<악보 3: Telemann Sonate Metodiche in G-, TWV 41 No.1 마디1-9.5>

그러나 심지어 작품이 두꺼울지라도, 연주자의 해석을 위한 영역이 상

당부분 남아있다. <악보 1>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주자는 여전

25) 텔레만은 1728년과 1732년에 2권의 《방법론적 소나타(Sonate Metodiche)를 썼는데 리코더,

비올라 다 감바, 오르간(통주저음)의 아마추어 연주자들에게 비루투오조 스타일로 연주하는 법

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각 책마다 6개의 소나타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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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연주를 하기 위해 해석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

택사항들을 발휘함으로써, 연주자는 ‘연주자의 해석’을 창조한다.

네 번째 유형은 작품의 서술적인 해석(Descriptive Interpretation of the

work)이다. ‘연주자의 해석’은 그것을 서술하지 않고 그 작품을 명백하게

보여주지만 이 해석과 대조적으로 ‘작품의 서술적인 해석’은 작품과 그

작품의 연주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말로 나타내는 설명이

다.26) 작품의 서술적인 해석은 작품을 긴밀한 전체로 본다는 점에서 연

주자의 해석의 기능과 비슷하다. 그러나 그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나타

낼 때 후자가 이것을 감각적으로 하는 반면에, 전자는 논증적인 것이다.

작품의 서술적인 해석의 기능이 잘 발휘된다면 작품의 구조에 있어서 음

악의 흐름과 진행 방향을 논리적으로 제공해준다.

다섯 번째 유형은 연주의 서술적인 해석(Descriptive Interpretation of

the Performance)이다. ‘작품의 서술적인 해석’에서와 달리 ‘연주의 서술

적인 해석’은 작품 보다는 그 작품의 연주를 목표로 하는 서술적인 해석

으로, 청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한다.27) 예를 들

어 전문적인 음악 비평가들의 비평은 연주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

게 제시된 보고서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는 비평가가 연주자들이 생산한

녹음된 음반을 비평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데이비스의 해석의 유형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26) Stephen Davies, 위의 책, p.255. 

27) Stephen Davies, 위의 책, 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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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데이비스의 해석의 유형>

한편 레빈슨은 해석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레빈슨은 표면

상 꽤 다른 두 가지 활동이지만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해석을 연주 해석

(Performative Interpretation)과 비판 해석(Critical Interpretation)으로 구

분한다.28) 그는 서양 클래식 음악의 전통 내에서, 음악작품의 연주 해석

과 비판 해석 사이에는 유사점도 많겠지만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에 초점

을 두었다.

비판 해석은 작품의 중요성과 그 기능성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것과 관련한 해석이다.29)

무엇보다도 레빈슨의 해석이론이 특별한 이유는 연주 해석을 두 가지

단계로 나눈 점이다. 연주 해석의 첫 번째 단계는 가설 단계로, 이것은

텍스트의 활동에 가깝다.30) 이 단계에서는 실제로 작곡가가 의도한 작품

28) Jerrold Levinson, “Performative vs. Critical Interpretation in Music”, The Interpretation of
Music: Philosophical Essays, edited by Michael Krausz,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33.

29) Jerrold Levinson, 위의 책,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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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인지, 또는 필사본을 해독하는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등을 결정

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 단계는 비판 해석과 어느 정도 교차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비판적 자세 없이 작품에 대해 정확한 형태

의 가설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연주 해석의 첫 번째 단계를 예로 들어보자. <악보 4>는 쇤베르크

(Arnold Schönberg)의 《피아노 작품곡 Op.33a》이다. 이 곡은 쇤베르크

의 작곡 기법인 12음기법의 사용이 절정일 때에 작곡된 곡으로 음렬의

규칙이 아주 정확하게 구사된다. 하지만 작품 전체를 통틀어 단 한 군데

인 마디22에서 규칙의 예외가 드러난다. 오른손의 음렬은 P-0(B♭

-F-C-B-A-F♯-D♭-E♭-G-A♭-D-E)의 P-0(7-12)이고, 왼손의 음렬

은 I-5(E♭-A♭-D♭-D-E-G-C-B♭-G♭-F-B-A)의 I-5(7-11)이다. 즉

이 작품의 모든 부분을 살펴 볼 때 음렬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아, 마디22의 오른손의 A음은 A♭음이 되어야한다. 그렇게 해

석했을 때 연주자는 그것이 좀 더 작품의 통일성에 기여하고, 음악적인

의미를 만들어 낸다고 나는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비판 해석과

교차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연주 행위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으므

로 비판 해석 보다 연주 해석의 첫 번째 단계에 더 가깝다.

<악보 4: Schönberg Klavierstücke Op.33a, 마디21-23>

30) Jerrold Levinson, 위의 책,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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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해석의 두 번째 단계는 실현 단계로, 첫 번째 단계와는 배타적이

다.31) 물론 이 단계도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 단계를 모두 아우르는 부

분이 있기 때문에 연주 해석의 첫 번째 단계와 완전히 대조되는 것은 아

니다. 이런 의미에서 ‘해석’은 작품에서 구성된 것에서부터, 그것이 어떻

게 증명되어 보여줄 수 있는지, 연주자 자신의 변화무쌍한 느낌을 자유

롭게 표현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의 연주 해석은

작곡자가 원하는 표현을 연주자가 음향학적으로 찾아내는 과정으로 소리

그 자체를 실현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단계는 템포, 리듬,

다이내믹, 악센트, 프레이징을 효과적으로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악보를

연주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까지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레빈슨은 연주 해석과 비판 해석이 논리적으로 별개 사상의 종류라고

주장한다.32) 비판 해석은 개념적이고 표준적으로 명제적이고, 전형적으

로 작품의 의미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연주와는 독립적

으로 작품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연주 해석은 연주의 유

형이고, 작품의 의미나 구조를 기껏해야 강조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 분

명한 연주의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33) 이는 레빈슨이 해석의 주체가 각

각 다르고 그것에 따라 결과물이 다르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레빈슨의 해석의 유형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1) Jerrold Levinson, 위의 책, p.35.

32) Jerrold Levinson, 위의 책, p.36.

33) Jerrold Levinson, 위의 책, pp.38-39.



- 19 -

<표 3: 레빈슨의 해석의 유형>

앞서 데이비스와 레빈슨이 분류한 해석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해석이론에 대해 자신들만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비스의 ‘기보법의 해

석’과 ‘편집의 해석’은 레빈슨의 ‘연주 해석 중 첫 번째 단계’와, 데이비스

의 ‘연주자의 해석’은 레빈슨의 ‘연주 해석 중 두 번째 단계’와, 데이비스

의 ‘작품의 서술적인 해석’은 레빈슨의 ‘비판 해석’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들은 해석이론에 대해 열린 입장을 보이는데, 데이비스는 다양

한 해석의 가능성은 예술의 본질과 가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

하고34), 레빈슨은 비록 이상적일지라도 음악작품에 관한 비판-분석

(critical-analytic)과 연주-분석(performative-analytic) 개념 사이에 상당

한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그러므로 연주 해석은 거의 그

것과 동일하게 비판 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한다.35) 이들이 분류한

해석의 유형은 연주와 분석의 소통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제시해 준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스는 다양한 해석의 주체 -작곡가와 음악가, 지휘자/생산자, 청자

와 비평가/연구가-를 모두 아우르는 해석이론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34) Stephen Davies, 위의 책, p.262.

35) Jerrold Levinson, 위의 책,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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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가 있다. 또한 레빈슨은 연주 해석을 다시 두 가지 단계로 나누고

해석의 관계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그것을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해석이론은 주어진 혹은 생산된 연주 해석에 대해 구체

적인 언급이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즉 작품을 분석하고 이것이 실제

연주되기까지를 분석하는 해석의 과정은 다루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소리화 된 연주를 분석하는 해석의 과정은 다루고 있지 않는 것이다. 해

석의 개념이 미학적 경향의 변화와 더불어 녹음된 연주를 통한 연주 비

교가 가능해지면서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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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누저의 해석이론

다누저는 음악에서 학문인 “음악학”과 실기인 “연주”를 연결시키는 시

도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음악은 다른 예술 분야와는 다르게 “창작”과

“감상” 사이에 “연주”라는 매개체가 있는데, 다누저는 “연주”와 “해석”이

라는 개념을 역사적으로 조명하였다. 그는 미학적 변화에 의해 음악 연

주의 특성 및 이상이 변화되었음을 고찰하고, 20세기 이후의 연주는 “연

주”에서 “해석”으로 개념이 변화되었음을 주장한다.36) 실제로 20세기 이

후 연주에서 해석이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한 작품에 대한 하나의

올바른 연주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불가능해졌으며, 많은 연주자들은 자

신만의 독특한 해석을 통해 다른 연주와 구별되는 자기 연주에 독자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 문화가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은 아니

며, 의미 있고 높은 가치를 지니는 해석을 추구하는 것이 연주자 및 음

악학자의 과제라고 다누저는 언급한다.

다누저의 음악연주에 대한 역사적․체계적 연구는 분석적 해석론

(Interpretationanalyse)이라는 독자적 이론으로 귀결되는데, 분석적 해석

론은 전통적인 연주론(Vortagslehre)과 차별화되어 오늘날의 다양한 연

주 문화를 접근하는 방식으로 시도된 것으로, 개별적 음악작품에서 출발

하여 그 작품의 총체성을 논하고 연주의 법칙들을 찾아내어, 궁극적으로

개별적 음악작품의 적절한 연주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7)

다누저는 분석적 해석론의 기본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어 체계화하였

다. 이 네 가지 분석 방식은 상호보완적이며 음악작품 해석에 필수적인

기본요소들이라고 다누저는 주장한다. 그것은 미래적이고 가능한 경우

(einen künftigen, möglichen Fall)와 연관된 잠재성(potentialis)과, 제시

36) 홍정수․오희숙, 위의 책, p.348.

37) Hermann Danuser, "Werktreue und Texttreue in der Musikalische Interpretation",

Funkkolleg Musiceschichte, Mainz, 1988, p.77. 재인용. 오희숙, "연주와 분석-Th.W.아도르노

의 해석이론을 중심으로-", 『음악학이란? 音樂學4』, 세종, 1997, p.27.



- 22 -

된 실제적인 경우(einen vorliegenden, tatsächlichen Fall)와 연관된 실제

성(realis)을 기본으로 하여 해석을, (1) 연주의 측면에서

(aufführungspraktisch) 잠재성, (2) 해석학적 측면에서(hermeneutisch)

잠재성, (3) 연주의 측면에서 실제성, (4) 해석학적 측면에서 실제성으로

유형화시킨 것이다.38)

첫 번째 유형인 연주의 측면에서 잠재성은 가능한 연주의 측면에서 음

악작품의 총보 분석을 과제로 가진다.39) 이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넓게 탐구된 유형으로 전통적 ‘연주론’과 밀접한 관련을 갖

는다. 즉 개별적 작품을 중심으로 연주에 관해 고찰하는 형태이다. 여기

서는 무엇보다도 분석적 해석과, 그것에 선행하고 동반하는 ‘음악 연주

론’과의 결합이 고려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체르니(Carl Czerny), 막스

(Adolf Bernhard Marx), 쉔커(Heinrich Schenker), 아도르노(Theodor

W. Adorno)의 이론이 대표적이다. 다누저는 특히 분석적 해석론의 개념

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아도르노의 이론에서 찾을 수 있

다고 주장하는데, 아도르노는 음악연주의 가장 중요한 척도를 작품 자체

에 두었다. 그는 “작품을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가”의 문제보다는 “작품

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가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작품의 연주에

앞서 작품에 대한 세밀한 분석 및 고찰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정확성과

치밀함에 의한 연주가 예술적 판타지를 진정하게 실현시킨다고 생각했

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아도르노는 쇤베르크, 베르크, 베베른 등의

20세기 음악작품을 직접 분석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연주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

두 번째 유형인 해석학적 측면에서 잠재성은 가능한 해석학적 측면에서

음악작품의 총보 분석을 과제로 가진다.40) 딜타이(W. Dilthey)에 기대어

크레츠슈마르(H. Kretzschmar)가 20세기 초에 음악인식의 한 분과로서

38) Hermann Danuser, “Grundtypen der Interpretationsanalyse”, Neau Musik und
Interpretation, H. Danuser and u. S. Mauser(Hg.), Mainz, 1994, pp.24-30.

39) Hermann Danuser, 위의 책, pp.24-25.

40) Hermann Danuser, 위의 책,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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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했던 ‘음악적 해석학’의 관점을 대변한다. 이 관점은 19세기와 20세

기 초에 전성기를 맞이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담론의 합리성을 위해 노

력하는 과학으로서의 음악탐구는 19세기 음악해석학의 실제적 기초를 형

성했던 ‘미화하는 의미해석들(poetisierende Deutungen)’은 ‘더 이상 불가

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 번째 유형인 연주의 측면에서 실제성은 제시된 연주의 측면에서 음

악작품의 총보 분석을 과제로 가진다.41) 이 해석은 이미 존재하는 음향

적 자료(LP, CD, 종이말이 기록)를 분석함으로써, 실제적인 연주의 역사

와 미학적 이상 등을 고찰하는 형태이다. 이 방식에서 중요한 점은 작품

해석의 음향적 결과를 악보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척도로 해석

적 분석을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악적 작품 해석의

특성을 밝혀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음악적 해석의 역사 뿐 만 아니라 오

늘날의 음악 문화의 다원성을 정당히 평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분야

의 연구는 헤르만 고체프스키(Hermann Gottschewski)에 의해 시도된

것으로, 음악적 해석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네 번째 유형인 해석학적 측면에서 실제성은 제시된 해석학적 측면에서

음악작품의 총보 분석을 과제로 가진다.42) 이는 음악작품을 형식, 성분,

작용방식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을 수행하는 텍스트들은 음악적 예

술 작품을 해석한다고 할 때, 비록 이들이 문제가 되는 작품일지라도, 모

든 역사적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고유한 해설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음악작품의 일차문헌이 아니라 그러한 작품의 이해를 기록하는 이차문헌

의 분석이 과제가 된다. 이것은 ‘역사적 해석학’의 한 부분을 이룬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누저의 해석의 유형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1) Hermann Danuser, 위의 책, pp.27-29.

42) Hermann Danuser, 위의 책, pp.29-30.



- 24 -

<표 4: 다누저의 해석의 유형>

다누저의 해석이론 역시 앞부분에서 언급한 데이비스나 레빈슨의 그것

과 내용적인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데이비스의

‘기보법의 해석’과 ‘편집의 해석’과 레빈슨의 ‘연주 해석 중 첫 번째 단계’

는 다누저의 ‘연주의 측면에서 잠재성’의 일부에서 언급하는 해석과 비슷

하다. 또한 데이비스의 ‘연주자의 해석’과 레빈슨의 ‘연주 해석 중 두 번

째 단계’는 다누저의 ‘연주의 측면에서 잠재성’의 일부에서 언급하는 해

석도 내용적으로 일맥상통한다. 마지막으로 데이비스의 ‘작품의 서술적인

해석’과 레빈슨의 ‘비판 해석’은 다누저의 ‘연주의 측면에서 잠재성’의 일

부에서 언급하는 해석도 같은 분류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교차되는 내

용을 가진다.

하지만 다누저의 해석이론은 앞서 제시한 데이비스나 레빈슨의 해석이

론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연주의 측면에서 실제

성’으로 분류한 해석의 유형 때문이다. 이것은 다누저만의 특별한 해석이

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혹자는 이 유형을 데이비스의 ‘연주의 서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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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과 비슷한 내용으로 볼지도 모른다. 하지만 연주의 서술적인 해석에

서는 연주 비평이나 녹음된 연주, 즉 음반 비평 등 개인의 주관적인 서

술이 주를 이루는 반면, 연주의 측면에서 실제성 유형에서는 녹음된 연

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서술한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전자는

비평을 쓰는(해석을 하는) 주체가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자신만의 시

각으로 평가하는 반면, 후자는 악보나 작품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개입

되지 않고, 오직 소리로만 분석하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그

러므로 이 유형은 다른 학자들의 해석 이론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독보

적인 해석이론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분석적 해석론으로 대표되는 다

누저의 해석이론이 빛을 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분석적 해석론은 해석의 이론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을

연결시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소리로 재현되는 연주와 작품에 대한 해

석학적 이론적 해석을 연결시켜 보다 총체적인 측면에서 작품에 접근하

는 방식으로 ‘분석’과 ‘연주’의 영역을 중재시키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또한 이것은 절대적인 예술미의 법칙이 사라진 현대 연주문화에 하

나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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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이론의 모델 제시: 분석적 해석이론

지금까지 데이비스, 레빈슨, 다누저의 해석이론을 살펴보았다. 음악에서

의 이론과 실기는 두 분야의 상호 교류가 많이 요구되는 과정임에도 불

구하고, 분석과 연주라는 행위 자체에 얽매여 대립되는 양상을 보여 왔

다. 최근 학계에서는 해석이론을 통해 이 두 분야를 함께 다루고, 이를

자연스럽게 영위하는 학자가 전문성에 가깝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보편

적이다. 하지만 해석이라는 애매한 개념은 두 분야 중 어느 곳에 더 무

게를 두어야 할지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면에서 위에서 언급한 학

자들의 해석이론은 분석과 연주의 관계성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분석과 연주의 관계와 관계성, 즉 해석과 해

석이론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그것을 유형화 시키는 작업에서 자신만의

언어로 차이점을 보이며 분류했다.

데이비스는 해석을 다섯 가지 유형 -기보법의 해석, 편집의 해석, 연주

자의 해석, 작품의 서술적인 해석, 연주의 서술적인 해석-으로 나누었다.

데이비스는 이러한 해석의 유형을 통해 주장한 것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

성이 예술의 본질과 가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레빈슨은 표면상 꽤 다른 두 가지 활동이지만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해

석을 연주 해석과 비판 해석으로 구분했다. 특히 연주 해석을 텍스트의

활동에 가까운 첫 번째 단계와 소리 그 자체를 실현하는 것과 관련된 활

동인 두 번째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는 음악작품에 관한 연주-분석

과 비판-분석 개념 사이에 상당한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한

다. 비록 그것이 이상적인 것일지라도 연주 해석은 거의 그것과 동일하

게 비판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다누저는 해석을 네 가지 유형 -연주의 측면에서 잠재성, 해석학적 측

면에서 잠재성, 연주의 측면에서 실제성, 해석학적 측면에서 실제성-으

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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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스와 레빈슨의

해석이론
분석(선행) → 연주

다누저의 해석이론

(분석적 해석론)
분석 ⇄ 연주

이들의 해석이론은 내용적인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데이비스의 ‘기보법의 해석’과 ‘편집의 해석’은 레빈슨의 ‘연주

해석 중 첫 번째 단계’와 다누저의 ‘연주의 측면에서 잠재성’의 일부에서

언급하는 해석과 비슷하다. 또한 데이비스의 ‘연주자의 해석’과 레빈슨의

‘연주 해석 중 두 번째 단계’는 다누저의 ‘연주의 측면에서 잠재성’의 일

부에서 언급하는 해석도 내용적으로 공통점을 가진다. 그리고 데이비스

의 ‘작품의 서술적인 해석’과 레빈슨의 ‘비판 해석’은 다누저의 ‘연주의

측면에서 잠재성’의 일부에서 언급하는 해석도 같은 분류에 넣을 수 있

을 정도로 교차되는 내용을 가진다.

하지만 다누저의 해석이론은 데이비스나 레빈슨의 해석이론을 넘어선

다. 해석이론 자체가 분석과 연주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이론임에도 불구

하고, 데이비스와 레빈슨의 해석이론은 분석에서 연주로의 일방통행(분

석→연주)만을 나타낸다. 하지만 ‘연주의 측면에서 실제성’의 유형은 다

누저의 해석이론인 분석적 해석론을 더욱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데,

그것은 분석에서 연주로의 일방통행(분석→연주)이 아니라 양방통행(분

석⇄연주), 즉 분석해서 연주하고 연주를 분석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

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많은 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이론 -연주에

선행하여 분석이 필요하다는-을 넘어서는 것이다.

<표 5: 분석과 연주의 관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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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연주를 위한 해석이론의 모델을 고안한다면, 그

것의 중심은 바로 분석적 해석이론 될 것이다. 물론 다른 학자들의 해석

이론들도 그 자체로 동의할 수 있지만, 분석적 해석론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동시에 연주 분석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소리로 재현되는 연주와 작품에 대한 이론적 해석

을 연결시켜 보다 총체적인 측면에서 작품에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점에

서 필자는 이러한 분석적 해석이론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연주를 위한 해

석이론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해석이론은 세 가지 단계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 악보

분석과 작품 분석 그리고 연주 분석이 그것이다. 첫 번째 단계인 악보

분석은 악보의 출판 과정을 통해 악보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해 연

구하는 것으로, 악보의 초판(First Edition)과 개정판(Revised Edition)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작곡가의 해석

과 편집자의 해석을 보다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연주자는

자신의 연주 방향을 설정하는 연주자의 해석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발휘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인 작품 분석은 작품의 형식(Form)과 작품의 구조

(Structure)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그동안 분석과 연주사이의 문

제점을 중재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작품의 분석 방

향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필자는 해석에 따라 그 관점이 바뀔 수 있

는 부분인 작품의 형식과 구조를 중점으로 하여 해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제안한다. 이 단계를 통해 우리는 작품 그 자체를 서술적으로 해석

할 수 있고, 또한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연주 분석은 필자가 제시한 해석이론 모델의 핵

심적 요소이다. 녹음된 연주 분석은 실용 음악학의 일종으로 기존의 연

주 연구보다 시기적으로 나중에 발전하기 시작하여 최근 영미권을 중심

으로 활발한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 분야의 권위자인 쿡

(Nicholas Cook)은 컴퓨터 음원 파일 분석이 가능하게 된 1970년대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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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80년대 초 사이를 실용음악학의 시작으로 본다.43) 이러한 실용음악

학은 쿡을 비롯하여 엡스타인(David Epstein), 렙(Bruno Repp), 고체프

스키(Hermann Gottschewski) 등에 의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주 분석은 기본적으로 악보나 작품에 대한 정보, 즉 주관적인 생

각을 개입하지 않고 오직 소리로만 분석하기 때문에 분석의 객관성을 획

득할 수 있다.

음반 분석의 여러 가지 방법 중 필자는 템포(Tempo)와 다이내믹

(Dynamics) 두 가지 관점에서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 템포나 다이내믹

은 그 정도를 언어로 표현하기에 무리가 있고,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수치화 시킬 수 있다

는 것 자체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다. 게다가 객관적으로 연주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고 흥미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분석

이 주관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를 넘어서서 분석의 영역을 넓

혔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 위해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음반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높일 것

을 제안한다.44)

이처럼 녹음된 연주에 관한 새로운 시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를

가지지만 극복해야할 취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빈약한 이론적 토대이다.

하지만 이 분야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고, 그 결과 영국에서는

CHARM(Research Centre for the History and Analysis of Recorded

Music)을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Haskins Laboratories를 중심으로 분석

43) Eric Clarke and Nicholas Cook(ed.), Empirical Musicology: Aims, Methods, Prospec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5.

44) 음반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종류는 다양하다.

- Cubase

- Audacity: http://audacity.sourceforge.net

- dBpowerAMP Music Converter: http://www.dbpoweramp.com

- FreeRip: http://www.freerip.com

- Sonic Visualiser: http://www.sonicvisualiser.org/features.html

- Plugin for SV PowerCurve: http://www.mazurka.org.uk

- Spectrogram: http://www.visualizationsoftware.com/gra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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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음원과 녹음된 연주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한 데이터베이스 기

반이 마련되고 있다.

필자가 제시한 모델은 개별적 작품의 이론적 해석인 분석을 토대로 작

품의 연주에 접근하는 분석적 해석론의 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연주 분석의 방법론적인 면에서 필자의 시각으로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

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해석이론의 새로운 모델에서 단계별 순서가 중요

한 것은 아니며, 이들의 연구 과정 중에서 옳은 하나의 해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이 입장이다. 또한 이상적인 연주를

위한 것이라고 해서 연주의 주체가 연주자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이 해석이론에서 작곡가, 비평가/연구가, 음악가/지휘자/생산자, 청자 모

두가 해석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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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적 해석이론의 적용

- F. Chopin, Ballade Op.23을 중심으로

필자가 제시한 연주를 위한 해석이론의 모델인 분석적 해석이론을 적용

할 작품으로 쇼팽(Fryderyk Franciszek Chopin, 1810-1849)의 피아노곡

《Ballade Op.23》을 선택하였다. 이 작품은 필자가 실제 피아노를 연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는 작품이다. 이를 바탕으로,

악보를 선택하는 문제에서부터, 작품의 형식과 구조를 이해하는 문제, 더

나아가 19세기 낭만시대의 절정에 작곡된 작품인 만큼 아고긱, 루바토

등과 같은 템포 문제나 프레이징, 다이내믹 표현 등 분석과 연주의 상호

관계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실제 연주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분석적 해석이론을 통해 답할 것이다.

1. 악보 분석

분석적 해석이론의 첫 번째 카테고리는 악보 분석이다. 악보 연구는 왜

필요한가? 연주자들은 기보된 악보의 내용을 소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므

로 어떠한 악보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연주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한 작품에 여러 가지 종류의 악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연주자

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하나의 악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한다.

악보를 연구하는 단계는 작곡가의 의도를 최대한 근접하게 알아낼 수 있

고 이렇게 악보를 정확하게 읽는 과정을 통해 연주자는 연주 방향을 설

정할 수 있으므로, 그 과정 자체가 해석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연구하는 과정은 데이비스가 주장한 기보법의 해석과 편집의 해

석, 레빈슨이 주장한 연주 해석의 첫 번째 단계와 다누저의 연주의 측면

에서 잠재성의 일부에서 언급하는 해석의 유형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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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자의 주체가 연주자라면 이것은 데이비스가 주장한 연주자의 해석,

레빈슨이 주장한 연주 해석의 두 번째 단계, 다누저의 연주의 측면에서

잠재성의 일부에서 언급하는 해석의 유형으로 해석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악보는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작곡가가 직접 작성한 자필악보

(Autograph), 자필 악보를 그대로 다시 작성한 필사본(Manuscript), 출판

을 위해 인쇄한 인쇄본(Print)이 그것이다. 필사본은 작곡가가 자신의 자

필 악보를 다시 쓴 경우와, 다른 사람이 쓴 경우 모두 포함된다. 또한 처

음으로 출판된 인쇄본을 초판(First Edition) 또는 원판(Original Edition)

이라고 한다.

우리는 특히 쇼팽의 작품을 연주 할 때 악보 분석에 더욱 집중해야 하

는데, 쇼팽의 작품을 악보로 편집할 때 제기되는 특별한 문제점이 두 가

지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쇼팽이 자기 작품을 출판하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보에 대한 그의 자세이다. 쇼팽은 자

신의 작품을 출판하기 위해 준비하는 방식이 매우 이상했고 생애의 여러

시기에 걸쳐 그때마다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출전들의 독립성이나 근거,

전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45) 그래서 직접적으로,

또는 교정지의 대조를 통해 기존의 여러 악보의 모델이 된 단일 자필 악

보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 다음의 작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출판사에 넘겨졌던 여러 원고들(자필악보 외에도 필사본 포함)을 검토하

는 것이다. 그렇지만 쇼팽은 어떤 시기에는 인쇄소에서 참고하도록 자필

악보를 여러 벌 준비한 경우도 있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프랑스어판, 독

일어판, 영어판의 세 종류 악보를 -때로는 동시에- 출판했던 것이다. 이

러한 연유로 쇼팽의 악보는 자필 악보와 필사본 뿐 아니라 초판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 현재 시중에 출판된 권위 있는 쇼팽의 악보들

이 쇼팽의 자필악보와 그가 승인한 사본과 초판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45) Jan Ekier, Chopin Balladen, wiener Urtext Edition, Musikverlag Ges. m. b. H. & Co., K.

G., Wien, Third Edition, 1986. ; Korean Edition, Eumaksekye, 1998, p.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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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1.1. 초판(First Edition)46)47)

쇼팽은 4개의 발라드를 작곡 했다. 이 작품들은 Op.23, 38, 47, 52로

1831-1842년 사이에 작곡되었고48), 각각 1836년, 1840년, 1842년, 1843년

에 처음으로 출판되었다.49) Op.23의 프랑스어판, 독일어판, 영어판의 초

판 현황은 다음과 같다.50)

프랑스어 초판 악보(FE)는 자필악보를 바탕으로 1836년 7월 파리의 M.

쉴레징어 출판사에서 간행되었고, 제판 번호는 M.S. 1928이다. 이 프랑

스어 초판 발행에는 쇼팽이 직접 참여했는데, 쇼팽은 상당한 주의를 기

울여 교정쇄를 검토하며 수정 작업을 거치며 탄생했다. 독일어 초판 악

보(GE)는 쇼팽이 몇몇 추가 손질을 가한 FE의 교정쇄를 바탕으로 1836

년 6월 라이프치히의 브라이트코프 & 해르텔 출판사에서 간행되었고,

제판 번호는 5706이다. 영어 초판 악보(EE)는 FE를 바탕으로 1836년 8

월 런던의 웨셀 출판사에서 간행되었고, 제판 번호는 W & C° N° 1644

이다.

이 작품의 출판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E는 자필악보와 쇼팽

46) 쇼팽의 초판 악보에 대한 정보와 악보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온라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cfeo.org.uk/

-http://chopin.lib.uchicago.edu/

47)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이자 쇼팽 연구가로 유명한 음악학자 존 링크(John Rink)는 2010년 10월

21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Chopin's Music in Perspective: from Creation to

Recreation(쇼팽의 음악 전망: 창조와 재창조)>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그는 이 강의에서

쇼팽의 연구에 있어서 초판 연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자신을 포함한 음악학자

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쇼팽의 악보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 악보는 하나의 버전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요 출처에서 가져온 중요한 내용들을 악보나 비판적 주석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John Rink, Jim Samson, Jean-Jacques Eigeldinger, Christophe

Grabowski(Series editors), The complete Chopin: A New Critical Edition, Published by

Peters Edition London, 2004-.

48) 음악지우사 편(신계창 옮김), 『쇼팽』, 음악세계, 2002, p.60.

49) http://www.cfeo.org.uk/apps/printhistory.jsp?workKey=17, 검색일: 2012년 3월 20일

50) 이후 프랑스어판 초판은 FE, 독일어판 초판은 GE, 영어판 초판은 EE로 표기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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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직접 교정한 쇼팽의 자필악보 필사본(Autograph manuscript)인

반면, GE와 EE는 FE의 교정쇄(proofsheets)로 마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출판된 에디션에 관련된 필사본들은 자필 악보(Autograph)와

FE를 위한 인쇄판본(Stichvorlage for FE)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51)은 쇼팽 발라드 Op.23의 프랑스어판, 독일판, 영국판 초판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최초의 출판 이후 FE와 GE, EE는

쇼팽이 생략했던 작은 결점들의 수정 작업을 거쳤다. 앞서 출판과정에서

밝혔듯이 GE와 EE는 FE의 교정쇄를 바탕으로 출판되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초판을 비교 대조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은 FE이다.

출판된 당시의 악보 그 자체를 페이지 별로 비교한다면, FE와 GE의 레

이아웃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음악 텍스트는 5가

지 시스템 -Largo, Moderato, Meno mosso, Meno mosso, Presto con

fuoco-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는데, FE는 2쪽에서 시

작해서 마지막 시스템인 Presto con fuoco가 13쪽에서 시작하는 반면,

GE는 4쪽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시스템인 Presto con fuoco가 15쪽에서

시작한다. 한편 EE는 FE와 GE에 비해 빽빽하게 음표가 밀집되어 나타

나는데 그리하여 음악 텍스트는 총 12장을 차지한다. 즉 FE와 GE와의

유사점이 없다.

51) http://www.cfeo.org.uk/, 검색일: 2012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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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초판 독일어 초판 영어 초판

출판사
M. 쉴레징어 출판사

(Maurice Schlesinger)

브라이트코프 & 해르텔

출판사

(Breitkopf & Härtel)

웨셀 출판사

(Wessel & Co.)

출판지 파리 라이프치히 런던

출판제목
Ballade pour Le Piano,

Op. 23

Ballade pour Le Piano,

Op. 23

La Favorite,

Ballade, pour le

Piano-Forte, Op. 23

세부사항 Mr Le Baron de

Stockhausen

Mr Le Baron de

Stockhausen

Mr Le Baron de

Stockhausen

시리즈

타이틀과

번호

없음 없음

L'Amateur

Pianiste,

No. 69

제판번호 M. S. 1928 5706. W & C° N° 1644.

출판일 1836년 7월 1836년 6월 1836년 8월

카탈로그

코드
23–1-Sm 23–1-B&H 23–1-W

내용

9 leaves 

p. [i]

individual title page

p. [ii]blank

p. [1]blank

p. 2 bs 1–22

p. 3 bs 23–44

p. 4 bs 45–65

p. 5 bs 66–87

p. 6 bs 88–105

p. 7 bs 106–124

p. 8 bs 125–144

p. 9 bs 145–163

p. 10 bs 164–178

p. 11 bs 179–193

p. 12 bs 194–212

p. 13 bs 213–233

p. 14 bs 234–247

p. 15 bs 248–264

p. [16]blank

9 leaves

p. [1]

individual title page

p. [2]blank

p. [3]blank

p. 4 bs 1–22  

p. 5 bs 23–44  

p. 6 bs 45–65  

p. 7 bs 66–87

p. 8 bs 88–105

p. 9 bs 106–124  

p. 10 bs 125–143  

p. 11 bs 144–163  

p. 12 bs 164–178  

p. 13 bs 179–193  

p. 14 bs 194–212  

p. 15 bs 213–232  

p. 16 bs 233–247  

p. 17 bs 248–264  

p. [18]blank

8 leaves 

p. [i]

individual title page

p. [ii]blank

p. [1]blank

p. 2 bs 1–26

p. 3 bs 27–52

p. 4 bs 53–75

p. 5 bs 76–93

p. 6 bs 94–114

p. 7 bs 115–137

p. 8 bs 138–156

p. 9 bs 157–177

p. 10 bs 178–190

p. 11 bs 191–207

p. 12 bs 208–235

p. 13 bs 236–264

p. [14]blank

<표 6: 쇼팽 발라드 Op.23의 초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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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대에 출판된 개정판(Revised Edition)

앞서 살펴본 것처럼, 쇼팽의 작품 출판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그렇게 때

문에 초판 이후에 출판된 작품에도 계속 수정이 가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각 악보들마다 프랑스 초판을 참고한

경우와 독일어 원판을 참고한 경우가 분명히 다를 수 있고, 또 자필 악

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수정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출판사의 악보가 맞고, 어떤 출판사의 악보가 틀리다고 말할 수 있

는 근거는 없다고 얘기할 수 있다. 출판 과정을 토대로 가장 근본이 되

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쇼팽 자신의 자필 악보와 1836년 7월

파리의 M. 쉴레징어 출판사에서 간행된 프랑스어 초판 악보, 1836년 6월

라이프치히의 브라이트코프 & 해르텔 출판사에서 간행된 독일어 초판

악보이다.

이 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음악 전문 서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에디션(개정판)을 알아보고 이것들이 어떠한 자료를 근본으로 편집된 것

인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 분

석할 것이다. 기보된 악보는 연주자들의 연주 방향에 큰 영향을 준다. 그

러므로 연주자는 여러 에디션들을 비교해 보고 차이점들을 알아냄으로써

연주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해석

이며, 이 과정을 통해 연주자는 작품을 여러 각도로 접할 수 있을 것이

다.

출판되는 악보를 편집하는 것의 가장 주된 목적은 쇼팽의 생각을 완전

히 드러내고 가능한 그의 의도에 가장 밀착된 악보를 만드는 것으로, 필

자 역시 연주자는 ‘악보에 충실한 연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선택한 악보는 파데레프스키판, 빈판, 헨레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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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파데레프스키판(Paderewski Edition)

파데레프스키판은 연주자들에게, 특히 쇼팽의 작품에 있어서 권위 있는

출판물로 인정받고 있다. 이것은 1949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쇼팽 협

회52)에 의해 출판된 것으로, 한국판은 1997년 서울의 음악춘추사에서 출

판되었다.

파데레프스키판은 쇼팽의 자필악보, 프랑스어 초판, 독일어 초판, 영어

초판과 몇 가지 출판된 악보를 주요출전으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다.53) 1

년 12월 La-Revue Musicale에 재판된 자필 악보 및 부분, 1836년 7월

파리의 M. 쉴레징어 출판사에서 간행 된 프랑스어 초판 악보(제판 번호

M.S. 1928), 1836년 6월 라이프치히의 브라이트코프 & 해르텔 출판사에

서 간행된 독일어 초판 악보 (제판 번호 5706), 1836년 8월 런던의 웨셀

출판사에서 간행된 영어 초판 악보(제판 번호 W & C° N° 1644)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키스트너(Fr.Kistner)에 의해서 출판된 미쿨리판(Mikuli),

보테(Bote)와 보크(Bock)에 의해 출판된 클린드워스판(Klindworth), 페터

스(Peters)에 의해 출판된 숄츠판(Scholtz), 두랑(A.Durand)에 의해 출판

된 드뷔시판(Debussy), 리코르디(Ricordi)에 의해 출판된 브루그놀리판

(Brugnoli), 브라이트코프 & 해르텔(Breitkopf & Härtel)에 의해 출판된

풍요한 쇼팽작품선집 제1권도 파데레프스키판의 주요 출전들 중 하나이

다.

52) 피아니스트이며 폴란드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했던 파데레프스키(I. J. Paderewski)를 중심으로

브로나르스키(L. Bronarski)와 투르친스키(J. Turczynski)가 쇼팽 협회(Instytut Fryderyka

Chopina)를 설립하고 쇼팽 콩쿨을 주관하면서 1949년 쇼팽 전집을 편집 출판하였다. 이름하여

파데레프스키판이 나오게 되었는데, 자필 악보와 초판 악보들을 중심으로 3인의 편집자들의 노

력이 반영된 악보라 할 수 있다.

53) CHOPIN COMPLETE WORKS Ⅲ BALLADES, Instytut Fryderyka Chopina, Warsaw,

Poland, 1949. (Korean Edition, EUMAG CHOONCHU,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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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악보
1931년 12월 La-Revue Musicale에 재판된 자필 악

보 및 부분
프랑스어 초판 M. 쉴레징어 출판사, 파리, M.S. 1928

독일어 초판 브라이트코프 & 해르텔 출판사, 라이프치히, 5706
영어 초판 웨셀 출판사, 런던, W & C° N° 1644

출판

Mikuli (Fr.Kistner, Leipzig)
Klindworth (Bote und Bock, Berlin)
Scholtz (Edition Peters)
Debussy (A.Durand, Paris)

Brugnoli (Ricordi, Milan)
풍요한 쇼팽작품선집 제1권 (Breitkopf &Härtel,

Leipzig)

<표 7: 파데레프스키판의 주요출전>

1.2.2. 빈판(Wien Edition)

빈판도 파데레프스키판과 마찬가지로 쇼팽의 작품에 있어서 권위 있는

출판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것은 1986년에 세 번째 개정판을 출판한 빈

원전판으로, 쇼팽의 피아노 음악 전문가인 얀 에키에르(Jan Ekier)가 편

집 및 운지법을 추가하였다. 한국판은 1998년 음악세계에서 출판되었다.

빈판은 자필악보와 필사본 사본, 프랑스어 초판, 독일어 초판, 영어 초

판에 근거한 악보이다.54) 16페이지 분량의 정서된 자필 악보(로스앤젤레

스의 그레고르 피아티고르스키 소유. 바르샤바 쇼팽 협회 F.1468은 복사

본), 1836년 7월 파리의 M. 쉴레징어 출판사에서 간행된 프랑스어 초판

악보(제판 번호 M.S. 1928), 1836년 6월 라이프치히의 브라이트코프 &

해르텔 출판사에서 간행된 독일어 초판 악보 (제판 번호 5706), 1836년

8월 런던의 웨셀 출판사에서 간행된 영어 초판 악보(제판 번호 W & C°

N° 1644)가 바로 그것이다. 편집자는 특히 프랑스어 초판을 기본으로 하

54) Chopin Balladen, wiener Urtext Edition, Musikverlag Ges. m. b. H. & Co., K. G., Wien,

Third Edition, 1986. (Korean Edition, Eumakseky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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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악보

16페이지 분량의 정서된 자필 악보 - 로스앤젤레스의

그레고르 피아티고르스키 소유. ChSW(바르샤바 쇼팽

협회) F.1468은 복사본.
프랑스어 초판 M. 쉴레징어 출판사, 파리, M.S. 1928

독일어 초판 브라이트코프 & 해르텔 출판사, 라이프치히, 5706
영어 초판 웨셀 출판사, 런던, W & C° N° 1644

고 자필 악보와 대조했다고 주요출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빈판이 쇼팽

의 의도에 가장 근접하게 출판되었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표 8: 빈판의 주요출전>

1.2.3. 헨레판(Henle Edition)

헨레판은 쇼팽의 작품에 있어서는 빈판과 파데레프스키판만큼 권위 있

는 출판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것 역시 원전 악보이다. 이것

은 1976년에 헨레 출판사에서 에발트 짐머만(Ewald Zimmermann)의 편

집으로 출판된 것으로, 짐머만의 쇼팽 에디션은 쇼팽 작품들의 첫 원전

에디션의(the first Urtext editions) 표준으로서의 수준을 만들었다고 평

가받고 있다. 2007년 나온 개정판은 노베르트 뮬레만(Nobert

Müllemann)이 편집하고 한스-마틴 테오폴드(Hans-Martin Theopold)가

운지법을 추가하였으며, 한국어판은 없다.

헨레판은 자필악보, 프랑스어 초판, 독일어 초판, 영어 초판, 몇 가지 출

판물에 근거한 악보로, 프랑스어 초판을 기본으로 하되, 독일어 초판도

제2원전 자료로서의 기능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55) 16페이지 분량의 정

서된 자필 악보(로스앤젤레스의 그레고르 피아티고르스키 소유. 바르샤

55) Chopin Balladen, Ewald Zimmermann Published by G. Henle Verlag, 1976. (Revised Edition,

Edited by Nobert Müllemann, Fingering by Hans-Martin TheopoldG. Henle Verla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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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악보

16페이지 분량의 정서된 자필 악보 - 로스앤젤레스

의 그레고르 피아티고르스키 소유. ChSW(바르샤바

쇼팽 협회) F.1468은 복사본.

프랑스어 초판 M. 쉴레징어 출판사, 파리, M.S. 1928
독일어 초판 브라이트코프 & 해르텔 출판사, 라이프치히, 5706
영어 초판 웨셀 출판사, 런던, W & C° N° 1644

출판

Mikuli (Fr.Kistner, Leipzig)
Scholtz (Edition Peters)
Paderewski (I. J. Paderewski, L. Bronarski, J.

Turczynski, Instytut Fryderyka Chopina, Warsaw,

Poland)

바 쇼팽 협회 F.1468은 복사본), 1836년 7월 파리의 M. 쉴레징어 출판사

에서 간행된 프랑스어 초판 악보(제판 번호 M.S. 1928), 1836년 6월 라

이프치히의 브라이트코프 & 해르텔 출판사에서 간행된 독일어 초판 악

보 (제판 번호 5706), 1836년 8월 런던의 웨셀 출판사에서 간행된 영어

초판 악보(제판 번호 W & C° N° 1644)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키스트

너(Fr.Kistner)에 의해서 출판된 미쿨리판(Mikuli), 페터스(Peters)에 의해

출판된 숄츠판(Scholtz), 쇼팽협회(Instytut Fryderyka Chopina)에 의해

출판된 파레데프스키판(Paderewski)도 헨레판의 주요 출전들이다.

<표 9: 헨레판의 주요출전>

1.2.4. 세부 내용 분석

앞서 출판과정을 살펴보면 자필 악보 뿐 아니라 프랑스어판 초판을 기

본으로 한 원전이 쇼팽의 의도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똑

같은 쇼팽의 자필 악보와 필사본을 근거로 하고 같은 초판을 참고하였다

할지라도, 어떤 초판을 어느 만큼의 비중을 두고 참고하였는지 어떤 편

집자인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악보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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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서 제시된 표56)는 파데레프스키판, 빈판, 헨레판의 각 판에서 설

명하고 있는 주석이나 해석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각 개정판에서 논의

되는 마디들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다른 의견이 나타나

는 부분들도 있다. 연주자들은 다양한 경우를 인지한 후 가장 타당하다

고 생각되는 악보 부분 부분을 결정하여 자신의 연주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악보 해석에 나타나 있지 않아도 악보상의 차이점들

은 상당하다. 대체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1) 슬러 (2) 악센트 (3)

스타카토 (4) 셈여림 (5) 음고 차이/음 첨가/음 삭제 (6) 음고 표기 방법

(7) 리듬 표기 방법 (8) 선율 표기 방법 (9) 핑거링 (10) 페달링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예를 들어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56)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부록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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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1: 파데레프스키판>

<악보 5-2: 빈판>

<악보 5-3: 헨레판>

<악보 5: 쇼팽 발라드 Op.23, 마디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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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데레프스키판

마디 87-89의 오른손 슬러

B♭⁴
B♭⁵
G⁴ A♭⁴ B♭⁴ D⁵ C⁵ B♭⁴
B♭⁵
F⁴ A♭⁴ B♭⁴ D⁵ C⁵ B♭⁴
D♭⁴ E♭⁴ G⁴ C⁵ B♭⁴
A♭⁴

빈판

마디 87-89의 오른손 슬러

B♭⁴

B♭⁵
G⁴ A♭⁴ B♭⁴ D⁵ C⁵ 
B♭⁴B♭⁵
F⁴ A♭⁴ B♭⁴ D⁵ C⁵ 
B♭⁴D♭⁴ E♭⁴ G⁴ C⁵ B♭⁴
A♭⁴

헨레판

마디 87-89의 오른손 슬러

B♭⁴
B♭⁵
G⁴ A♭⁴ B♭⁴ D⁵ C⁵ B♭⁴
B♭⁵
F⁴ A♭⁴ B♭⁴ D⁵ C⁵ 
B♭⁴D♭⁴ E♭⁴ G⁴ C⁵ B♭⁴
A♭⁴

<악보 5>는 쇼팽 발라드 Op.23의 파데레프스키판, 빈판, 헨레판 중 마

디87-89를 나열한 것이다. 첫 번째 차이점은 오른손 선율의 흐름을 나타

내는 슬러의 위치가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다음은 슬러가 나누어지는

부분을 차례로 구분한 것이다.

또한 리듬을 표기한 방법에서도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파데레프스키판의

경우, 마디87-88 오른손의 B♭⁵음을 점2분음표가 아니라 2분음표와 4분

음표의 붙임줄로 연결한 것이 다른 점이다.

<악보 6>의 마디101-105에서는 점2분음표와 2분음표에 뒤따라 나오는

쌍을 이루는 4분음표의 슬러와 스타카토 위치가 각각 다르다. 이러한 슬

러와 스타카토가 파데레프스키판은 마디101-105에 모두 나타나고, 빈판

에서는 마디104-105의 왼손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헨레판은 마디10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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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카토 외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파데레프스키판에서는 오른손 부분

에서 긴 음가의 G#⁵음과 A⁵음 위에 엑센트가 나타나 있는 점이 다른 판

과의 차이점이다. 또한 빈판은 각 마디의 첫째 박과 넷째 박 옥타브 음

정이 높은음자리표와 낮은음자리표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오른손에 함

께 표기되어 있는 점이 다른 판과의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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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1: 파데레프스키판>

<악보 6-2: 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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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3: 헨레판>

<악보 6: 쇼팽 발라드 Op.23, 마디101-105>

<악보 7>의 마디156-157에서는 음고 표기 방법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빈판과 헨레판에서 오른손의 E♭ 음과 왼손 G♭ 음을 파데레프스키판에

서는 D# 음과 F#음으로 표기했는데, 왼손과 오른손을 일치시키기 위해

서 수정한 것이라고 편집주에서 밝히고 있다.

마디230-233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나타나는데, 파데레프스키판에서는

마디 232의 왼손 부분 끝에서 2번째 4분음표를 A 대신에 B♭♭으로 표

기했고, 마지막 4분음표를 C♭ 대신에 B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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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1: 파데레프스키판>

<악보7-2: 빈판, 헨레판>

<악보 7: 쇼팽 발라드 Op.23, 마디156-157>

<악보 7>의 경우에서처럼 같은 높이의 음을 다른 음고로 표기한 것도

있지만, <악보 8>의 경우에서처럼 음고 자체가 다르게 표기된 것도 있

다. 빈판에서는 마디171의 오른손 오잇단음표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화

음이 D⁵-A♮⁵, A♭⁵-B♭⁵로 표기되어 있는데, A♮⁵-A♭⁵, D⁵-B♭⁵으
로 표기되어있는 파데레프스키판이나 헨레판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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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1: 파데레프스키판, 헨레판>

<악보 8-2: 빈판>

<악보 8: 쇼팽 발라드 Op.23, 마디171-172>

악보에 나타난 이러한 차이점들은 연주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연주자는 주어진 악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필악보 및 초판을 토대로 쇼팽의 의도에 가장 근접한 악보는 무엇인

지, 그 악보에 편집자의 개입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 개입은 정당한

것이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즉 악보를 편집하는 편집자도 해

석을, 이것을 보고 연주방향을 선택하는 연주자도 해석을 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옳은 해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는 다양한 해석

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악보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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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악보를 기본으로 참고한 악보라 할지라도 작곡가의 의도를 잘 파악

할 수 있는 악보를 선택하는 것은 악보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필자는 작품에 대해 하나의 악보보다는 여러 가지 개정판들을 충분히 분

석한 후 이것을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것은 비

단 쇼팽의 작품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출판과정이 명료한 작곡가의

작품일지라도 작곡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악보

에 대한 분석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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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분석

분석적 해석이론의 두 번째 카테고리는 작품 분석이다. 아도르노는 “작

품의 소구조(Mikroorganisation)”에 대한 이해를 매우 강조한다. 즉 작품

의 세세한 부분을 분석․고찰하여 작품을 충분히 이해한 이후에 연주의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57) 작품 분석은 해석이론에 있어서 비교

적 일반적인 연구 방법으로 탄생 배경, 장르에 대한 연구 등 매우 포괄

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작품의 형식과 구조를 연구하

는 것으로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형식과 구조는 탄생 배경

이나 장르에 대한 연구와 달리 해석의 방향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작품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따라 작품의 구조나 형식은 변할 수 있다.

이것은 작품을 분석하는 자가 주체가 되는 일차적인 해석으로, 데이비스

가 주장한 작품의 서술적인 해석, 레빈슨이 주장한 비판 해석, 다누저의

연주의 측면에서 잠재성의 일부에서 언급하는 해석의 유형과 관련이 있

다. 그리고 해석자의 주체가 연주자라면 이것은 데이비스가 주장한 연주

자의 해석, 레빈슨이 주장한 연주 해석의 두 번째 단계, 다누저의 연주의

측면에서 잠재성의 일부에서 언급하는 해석의 유형으로 해석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2.1. 작품의 형식(Form)

쇼팽 발라드 Op.23은 3부 형식(ternary form) 또는 벗어난 소나타 형식

(modified sonata form)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쉔커(Heinrich

Schenker)는 이 작품을 A₁-B-A₂의 3부 형식으로 보았다. 쉔커식 분

57) Th.W.Adorno, “Der getreue Korrepetitor”, Lehrschriften zur musikalischen Praxis, Frnkfurt
a. M., 1976, p.281. 재인용. 오희숙, 위의 책,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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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마디 8 69 208
주제/모티브 A₁ B A₂
조성 gm E♭M gm

석 방법은 조성 음악 분석의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쉔커는 쇼팽의 발라드, 에튜드, 즉흥곡, 마주르카, 녹턴, 폴로네이

즈, 프렐류드, 스케르초, 소나타, 왈츠 등의 작품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분석했다. 쉔커는 쇼팽 발라드 Op.23을 하나의 움직임으로 펼쳐진, 매우

확장된 3부분 형식이라고 서술했다.58) 그는 이 작품을 3부분 노래 형식

(Three-part song form)의 하나로 분석한 것이다.

<악보 9: 쉔커의 쇼팽 발라드 Op.23 분석 그래프>59)

<표 10: 쉔커의 쇼팽 발라드 Op.23의 형식>

쉔커는 3부 형식을 제안했지만, 삼손(Jim samson)은 이 작품을 벗어난

소나타 형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한다. 삼손은 발라드를

스케르초나 판타지와 함께 확장된 형식으로 보아야한다고 말한다.60) <표

11>은 이 작품을 벗어난 소나타 형식으로 분석한 경우를 도표로 정리한

58) Heinrich Schenker, Free Composition, translated and edited Ernst Oster, Longman, 1979,
p.133.

59) Heinrich Schenker, Free Composition; Supplement: Musical Examples, translated and
edited Ernst Oster, Longman, 1979, Fig.153-1.

60) Jim samson, The Music of Chopin, Clarendon Press, 1994,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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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일반적인 소나타 형식과 달리 벗어난 소나타 형식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조성적인 측면과 주제의 위치에서 크게 드러난다. 제시부에서 제

2주제가 제1주제의 관계장조(B♭M)로 나타나지 않고 으뜸조(gm)의 버

금가온음조(E♭M)로 나타난다는 점과, 재현부에서 제1주제와 제2주제의

위치가 바뀌어 나온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재현부에서 주제가

재현될 때는 주제가 모두 으뜸조(gm)에서 나타나지 않고, 제시부에서의

주제 조성인 버금가온음조와 으뜸조를 그대로 따른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작품을 소나타 형식의 한 종류

로 분석 했을 때 한계점이 두 가지 존재한다. 하나는 이 곡의 장르인 발

라드(ballade)에 기인한 것이다. 발라드는 중세시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서사시로, 그 용어는 시대와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의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쇼팽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발라드는 표제가 없는 순수 음악

으로, 낭만적인 시에 영감을 받아 작곡되었지만 어느 특정한 시적 주제

를 묘사하려는 것이 아니다.61) 쇼팽의 발라드도 서사시 발라드가 가지는

구성방식이나 표현 방법의 특징들을 그대로 이용하여 발라드를 작곡했

다. 대표적인 특징들은 나레이터(narrator)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

로 되었고, 몇 명의 등장인물(character)들이 나타나 갈등을 일으키며 사

건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발라드는 한 사건을 다루는 시인

데, 사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갈등 자체가 중

심이 되어 곡을 전개해 나간다.62) 즉 필사적이고 능숙한 행동으로 승리

보다는 오히려 비극에 도달하는 목표를 가지고, 약하게 시작해서 강하게

속도를 올려 맹렬하게 끝난다.63) 그렇게 때문에 갈등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나타 형식과는 다르게 발라드는 갈등 그 자체의 극적인 것에 중

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1) 음악지우사 편(신계창 옮김), 위의 책, p.60.

62) Jim samson, 위의 책, p.175.

63) Karol Berger, "Chopin's Ballade Op.23 and the revolution of the intellectuals", Chopin
Studies 2, edited by John Rink and Jim Sam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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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곡의 마지막 부분인 마디208-264를 무엇으로 규정하는지

에 대한 것과 관련된다. 이 작품을 소나타 형식으로 분석할 때는 마지막

부분을 코다(coda)로 보는데, 이것을 단순히 종결구로 보기에는 그 규모

가 클 뿐 만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곡의 앞부분에 등장하지 않은 요소들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오히려 새로 등장한 주제로 보아

도 무방할 정도로 음악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점을 정리한다면 쇼팽의 발라드를 3부 형식이나 벗어

난 소나타 형식으로 단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쇼팽의

발라드를 어느 일정한 형식에 얽매인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쇼팽이 네 곡의 발라드를 작곡하기 위해 론도, 소나타,

변주곡 등의 다양한 장르로부터 형식적인 요소를 빌려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는 이들 요소를 자유롭게 네 개의 발라드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했으며, Op.23의 경우 소나타 형식을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도입부

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형식상 동질성은 유지하면서도 논리적으로는 산

만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작품을 형식

과 더불어 구조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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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 8 36 67 82 94 106 126 138 166 180 194 208

주제/

모티브
도입부

제1주

제
경과구

제2주

제
경과구

제1주

제

제2주

제
경과구

경과구

의

연장

제2주

제
경과구

제1주

제
코다

조성 gm gm gm E♭M E♭M am AM E♭M E♭M E♭M E♭M gm gm

형식

구분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코다

<표 11: 쇼팽 발라드 Op.23을 벗어난 소나타 형식으로 분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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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품의 구조(Structure)

작품을 형식적 측면에서 본다면 나누어지는 구획이 좀 더 크고 넓은 범위에서 분

석할 수 있다. 이는 같은 형식으로 작곡된 작품들 간의 형식적 유사성을 끌어 낼

수는 있지만,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특히 발라드

Op.23처럼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부분이 있는 작품을 분석할 때는 한계점이 있다.

형식 분석의 기본 요소인 조성과 더불어 화성의 기능이나 템포, 주제 모티브들 간

의 발전 요소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은 작품을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다. 작품의 구조는 상당 부분을 형식에 영향을 받지만, 작품 그 자체의 음악적 요소

들이 가진 특징을 중점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쇼팽 발라드를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한 최근의 경향은 이 작품을 음악적 내러티브

로서 분석하는 것이다. <표 13>은 클라인(Michael Klein)이 쇼팽 발라드 Op.23을

음악적 내러티브로서 분석한 것이다.64) 내러티브 분석은 작품의 통합적인 흐름을

모티브나 주제의 변화 보다는 슬픔이나 기쁨, 서정적이거나 발랄함 등의 언어적 의

미로 설명하려는 것이다.65) 즉 일정한 형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작품의 경우, 구조

적 분석 접근 방식을 통해 작품의 통합적인 흐름을 알아낼 수 있다. 클라인은 내러

티브 이론에서 알려진 이론가인 해튼(Robert Hatten)의 기호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음을 밝혔는데66), 노래(Lyric)와 이야기(Narrative)가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클라인도 이 작품을 형식적으로 다시 구분한 것-제시부 발전부

재현부-에서는 물음표를 추가했는데, 이 용어 자체를 대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한다.67)

이 구조적 분석에서 특징적인 요소는 마디138-150을 경과구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

운 제3주제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음악적으로 새로운 부분을 또 다른 주

제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발라드를 내러티브로 분석했을 때의 등장인물(character)

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쇼팽의 발라드에서 볼 수 있는 본질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4/6박자 혹은 6/8박자의 춤곡과 같은 양식인데, 클라인은 이 작품의 제1주제를 왈츠

(Waltz)로 보았다. 그리고 마디138-150을 기교적 왈츠(Virtuouso Waltz)로 보았기

때문에, 주제가 왈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제3주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64) Michael Klein, “Chopin's Fourth Ballades as Musical Narrative”, Music Theory Spectrum, Vol. 26, No. 1
(Spring 2004), p.31.

65) 이 논문에서는 내러티브 이론의 배경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작품의 구조를 알기 위해 내러티브 이

론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일정한 형식으로 분석되지 않는 경우, 혹은 하나의 일정한 형식

으로 분석되더라도, 작품의 통합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구조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러티브 이론을 구조 분석의 한 방법으로 소개한 것이다.  

66) Michael Klein, 위의 글, p.27.

67) Michael Klein, 위의 글,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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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모티브 변화의 흐름을 중심으로 쇼팽 발라드 Op.23의 구조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것을 표로 도식화 한 것이 <표 14>이다. 모티브 변화의 흐름을 살

펴보면 이 작품이 대칭적 구조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에서 볼 수 있듯

이 주제적 성격을 보이는 모티브들은 A-B-A'-B'-C-B-A'-D-A'로 나열할 수 있

는데, C부분을 중심으로 대칭적 구조를 보인다. 특히 모티브에 의한 구조적 분석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형식 분석에서 대립관계였던 A와 B부분이 C부분의 앞부분에서

는 병렬관계에 있고 C부분의 뒷부분에서는 대칭 반복되는 관계를 형성한다.

<표 12: 쇼팽 발라드 Op.23의 모티브 구조>

이 모티브 구조 분석의 또 다른 특징은 형식에서 경과구로 나누었던 부분을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었다는 점이다. 마디8-35에 걸쳐 등장하는 모티브A는 같은 조성

(gm)의 영향 아래에 있는 마디1-7(a), 마디36-43(a1), 마디44-55(a2)에 영향을 미친

다. 마디67-81에 걸쳐 등장하는 모티브B는 같은 조성(E♭M)의 영향 아래에 있는

마디82-89(b1), 마디90-93(b2)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마디166-194 사이에서도 같은

구조로 한 번 더 나타난다. 그렇게 보았을 때 실제 경과구적 역할을 하는 부분은

매우 짧게 나타난다. 마디56-66, 마디126-137, 마디207-208이 그 부분이다. 이 세

곳은 주제적 성격을 보이는 모티브가 새로 등장하기 전-마디67의 B부분이 나타나

기 전, 마디138의 C부분이 나타나기 전, 마디209의 D부분이 나타나기 전-에 나타난

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모티브A와 모티브B가 중심이 되어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단일 연속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의 구조에 기초하여 표현 기능적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이 작품의 절정(클라

이맥스)는 모티브D가 나오는 마디208-249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갈등 해결의 구조

가 아닌 새로운 갈등이 마지막까지 등장하면서 극적인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다가

곡의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모티브A가 짧게 등장하면서 안정된 구조로 끝을 맺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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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분석은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 작품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

우 중요하다. 유기적으로 흐르는 각 부분의 전후 관계나 방향이 전환되는 부분, 안

정된 주제가 나오는 부분이나 주제를 향해 나아가는 불안정한 부분, 절정에 이르는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필자는 작품의 연구에 있어서 형식 분석에만 그치

지 말고 이와 더불어 구조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연주자가 전반적인 연주 방향을

체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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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36 67 82 94 106 126 138 150 166 180 194 208

Intro
Theme

1
Gang

Theme

2a

Theme

2b

Theme

1

Theme

2a
Gang

Theme

3
Gang

Theme

2a

Theme

2b

Theme

1
Coda

gm gm gm→ E♭M E♭M am AM Ⅴ/E♭M E♭M E♭M E♭M E♭M gm gm

Lyric Lyric Narrative Lyric Lyric Lyric Lyric Narrative Lyric Narrative Lyric Lyric Lyric? Narrative

Mythic

Announc
-ement

Waltz
“Horn”

intro
Berceuse

Apotheos
-is

Virtuouso
(“Public”)
Waltz

Tragic 6

4

Trans 6

4

Polonaise

Apotheos
-is

Valedicto
-ry Tragic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표 13: 쇼팽 발라드 Op.23을 음악적 내러티브로서 분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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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 8 36 44 56 67 82 90 94 106

모티브 a A a1 a2 x B b1 b2 A' B'

조성

gm gm gm gm gm E♭M E♭M E♭M am AM

Ⅴ (Ⅴ) (Ⅴ)
(Ⅴ)ⅰ Ⅴ/Ⅵ

표현

기능
불안정 안정 불안정 불안정

방향전환

(→)
안정 불안정

방향전환

(→)
안정 안정

마디 126 138 166 180 188 194 206 208 250

모티브 y C B b1 b2 A' z D A'

조성

E♭M E♭M E♭M E♭M E♭M gm gm gm gm

(Ⅴ) Ⅰ
Ⅵ (Ⅴ) ⅰ

표현 기능
방향전환

(→)
안정 안정 불안정

방향전환

(→)
안정 위기

절정

카타르시

스

안정

조화

<표 14: 쇼팽 발라드 Op.23의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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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음된 연주 분석

분석적 해석이론의 세 번째 카테고리는 연주 분석이다. 녹음된 연주 분

석은 해석이론 연구에 새로운 방법을 부여한 것으로, 악보나 텍스트, 즉

작품에 대한 어떠한 정보 없이 오직 소리 그 자체로만 분석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다누저의 연주의 측면에서 실제성에서 언

급하는 해석의 유형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필자가 제시한 해석이론 모델

의 핵심적 요소이다.

우리가 연주실제에 관한 학문을 연구할 때 한계를 느끼는 점이 바로 템

포나 다이내믹의 분석이다. 왜냐하면 연주가 얼마나 빠르고 느린지, 얼마

나 세고 여린지 판단하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오직 청자의 주관적인

의견에만 의존해야하기 때문이다. 연주 분석에서 템포(Tempo)와 다이내

믹(Dynamics)을 객관적으로 수치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

우 의의 있는 일이다. 이것은 분석이 주관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를 넘어서서 분석의 영역을 넓혔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템포는 음악작품이 연주 될 때의 속도로, 두 가지 종류의 지시사항이

있다. 하나는 메트로놈 표기로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탈리아어

로 설명되는 빠르기말 -예를 들어 adagio, slow, andante, less slow,

allegretto, moderately fast, allegro, quick, presto, very fast-이다. 이론

적으로 템포 지시사항이 모든 음악작품은 ‘정확한’ 템포를 가진다.68) 하

지만 실제 연주에서 지시사항들이 유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특히

19세기 음악에서의 메트로놈 표기가 그러하다. 템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변하므로 주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데, 같은 작품을 연주하는 연주

자들의 해석이 다른 것도 그 요인 중 하나이다.69)

템포 루바토(Tempo Rubato)는 독주자나 지휘자의 재량에 따라 의도적

으로 템포를 조금 빠르게 혹은 조금 느리게 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음

68) Percy Scholes, Judith Nagley, Alison Latham, "Tempo", The Grove Music Online.
69) Percy Scholes, Judith Nagley, Alison Latham, "Tempo", The Grove Music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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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용어이다. 루바토의 초기 형태는 반주가 엄격한 시간 안에 유지하는

동안 멜로디의 타이밍만 변경되는 것이고, 후기 형태는 리듬의 유연성까

지 포함하는 것이다.70) 이 두 가지 형태는 기보되지 않은 연주실제에서

시작되었지만, 후에는 때때로 악보에 기보되기도 하였다.71) ‘루바토

(rubato)’라는 용어는 쇼팽이 자신의 피아노 악보에서 쓴 것이 그 시작점

이며, 그는 1828년부터 1835년 사이에 작곡된 14개의 서로 다른 작품에

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72) 왼손은 악곡의 정확한 템포로 연주하는 한

편, 오른손은 루바토를 적용시켜 자유로운 템포로 연주하는 것인데, 오늘

날 연주실제에서는 반주와 멜로디를 같은 비율로 조금 빠르게 혹은 조금

느리게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원래의 음

가보다 길게 연주했을 경우 뒤에 나오는 음가의 길이를 앞에서 느리게

연주한 만큼 빨리 연주하면 된다는 것이다. 특정 부분에서 몇 마디 동안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것은 구조적으로 중요해서 강조해야하는 순간이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73)

다이내믹은 음악에서 셈여림말 혹은 셈여림표를 뜻하는 용어로 곡의 일

부분 또는 특정한 음에 붙여서 음의 세기와 그 변화를 지시하는 것을 말

한다. 큰 규모의 낭만 음악작품에서 다이내믹은 음악을 더욱 극적으로

창조하는데 기여한다. 연주 분석에서의 다이내믹은 음의 세기, 즉 음량으

로 측정된다.

필자는 쇼팽 발라드 Op.23의 연주를 녹음한 많은 음반 가운데, 네 명의

피아니스트 -호로비츠(Vladimir Horowitz, 1903~1989), 루빈스타인

(Arthur Rubinstein, 1887~1982), 짐머만(Krystian Zimerman, 1956~), 하

라셰비치(Adam Harasiewicz, 1932~)-가 연주한 네 개의 음반을 분석 대

상으로 선정했다. 이 작품을 연주한 연주자들의 수와 음반 수는 매우 많

다. 예를 들어 음반을 들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하나인 나소스

70) Richard Hudson, “Rubato”, The Grove Music Online.
71) Richard Hudson, “Rubato”, The Grove Music Online.

72) Richard Hudson, “Rubato”, The Grove Music Online.

73) David Rowland, "Chopin's tempo rubato in context", Chopin Studies 2, edited by John Rink
and Jim Sam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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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xos Music Library)에서 이 작품을 녹음한 음반만 100여개에 이른

다.74) 클래식 음반 전문 음반사가 40여개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많은 수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는 이 많은 연주자들의 연주 중에서

도 훌륭한 연주, 특히 쇼팽을 잘 연주하는 연주를 찾는다. 그리고 이러한

쇼팽 스페셜리스트들의 연주를 서로 비교하며 그들의 연주를 평가한다.

선정된 피아니스트들은 20세기를 빛낸 뛰어난 연주자와 현존하는 뛰어난

연주자들일 뿐 아니라, 이들 모두 폴란드 인으로 쇼팽의 작품을 전문적

으로 연주하고 녹음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쇼팽의 연주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이 연주자들의 연주를 컴퓨터로 분석하는 것은 주

관적인 감상평을 벗어나 비평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동시에 이미 나온

비평들의 객관적 자료로서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기존의 연주 분석75)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새로 시도한 점은 곡의 일

74) http://snu.naxosmusiclibrary.com/work.asp?wid=104065, 검색일: 2012년 5월 26일

75) 쇼팽 작품 음반 분석의 대표적인 예는 렙(Bruno H. Repp)의 연구이다. 그가 가장 주력한 연주

분석 프로젝트는, 쇼팽 연습곡 Op.10 No.3 시작 부분(마디1-5)의 녹음된 연주를 연주자별로

115개 분석하여 연주 타이밍(timing)을 측정한 것이다. 그 결과 4개의 독립적인 타이밍 패턴을

통계적으로 추출하였다. 그는 또한 측정된 다이내믹 패턴을 분석했고, 객관적인 측정과 연주의

미학적 판단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다. 쇼팽의 연주 분석과 관련된 렙의 대표적 연구물은 다음

과 같다. A microcosm of musical expression: I. Quantitative analysis of pianists' timing in

the initial measures of Chopin's Etude in E major.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04, 1998d, pp.1085-1100. ; A microcosm of musical expression: II. Quantitative
analysis of pianists' dynamics in the initial measures of Chopin's Etude in E major.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05, 1999a, pp.1972-1988. ; A microcosm of
musical expression: III. Contributions of timing and dynamics to the aesthetic 'impression

of pianists' performances of the initial measures of Chopin's Etude in E major.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06, 1999f, pp.469-478.
더 나아가 이러한 쇼팽의 녹음된 연주에 대한 데이터는 연주 모방에 관한 실험, 청각 피드백

(auditory feedback), 심상(mental imagery), 패턴 학습(pattern learning)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가능하게 했다. 이와 관련된 렙의 대표적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The detectability of local

deviations from a typical expressive timing pattern. Music Perception, 15, 1998b,
pp.265-290. ; Detecting deviations from metronomic timing in music: Effects of perceptual

structure on the mental timekeeper. Perception & Psychophysics, 61, 1999b, pp.529-548. ;
Control of expressive and metronomic timing in pianists. Journal of Motor Behavior, 31,
1999c, pp.145-164. ; Effects of auditory feedback deprivation on expressive piano

performance. Music Perception, 16, 1999d, pp.409-438. ; Pattern typicality and dimensional
interactions in pianists' imitation of expressive timing and dynamics. Music Perception, 18,
2000, pp.173-211. ; The embodiment of musical structure: Effects of musical context on

sensorimotor synchronization with complex timing patterns. In W. Prinz & B. Hommel

(Eds.), Common mechanisms in perception and action: Attention and Performance 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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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아니라 곡 전체 템포를 분석함으로써 연주 스타일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특히 전체 템포를 분석

하는 것은 다른 연구 방향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므로

이는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또한 쇼팽의 작품을 분

석하는 만큼 특정 부분에서 템포 루바토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아보는

것도 새롭게 제시한 점이다. 즉 방법론적인 면에서 필자의 시각으로 새

롭게 연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pp.245-265).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a. ; Perception of timing is more

context sensitive than sensorimotor synchronization. Perception & Psychophysics, 64, 2002e,
pp.7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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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템포(Tempo)와 다이내믹(Dynamics) 분석

연주 분석의 템포에서는 각 연주자마다 그 사람이 연주한 쇼팽 발라드

Op.23의 전체템포 변화를 살펴보았다. 쇼팽이 작품에서 템포에 관한 용

어를 직접 제시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마디1의 라르고(Largo), 마디8,

45, 68의 모데라토(Moderato) 셈프레 피우 모소(sempre piu mosso), 메

노 모소(Meno mosso), 마디93, 126의 아 템포(a tempo), 피우 아니마토

(piu animato), 마디194 메노 모소(Meno mosso), 마디208의 프레스토 콘

푸오코(Presto con fuoco)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지시된 템포 용어

가 아니더라도 낭만시대 피아노 작품, 특히 쇼팽 곡의 연주 특성인 템포

루바토(tempo rubato) 때문에 곡 전체의 템포 변화가 상당히 다채롭게

나타난다. 이러한 템포 루바토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마디1-7의 템포

를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템포 용어가 제시되어있는 부분들 -마디1, 마

디8, 마디67, 마디194, 마디208-의 음과 음 사이의 템포를 다시 분석했

다. 이는 템포가 급변하는 지점에서 템포 루바토를 얼마나 잘 하는지에

따라 연주의 질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연주 분석의 다이내믹에서는 세 부분 -마디1-7, 마디150-165, 마디

216-224-을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마디1-7은 시작 부분으로 느린 템포에

서의 다이내믹 변화가 많은 부분을, 마디150-165은 빠른 템포에서의 다

이내믹 변화가 많은 부분을, 마디216-224은 다이내믹이 고조된 상태에서

발전되는 부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지정하였다.

우선 이 장에서는 연주자별로 템포와 다이내믹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

가지씩 경우만을 예로 들어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녹음된 연주 비교 분

석 부분에서 앞서 언급한 부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할 것이다.

템포의 단위는 비피엠(BPM, beats per minute)으로 1분에 몇 개의 4분

음표를 연주 하는지에 따른 빠르기이다. 다이내믹의 단위는 퍼센트(%)로

연주 장소나 주변 환경에 따라 동일한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

주자가 이 곡에서 연주한 가장 큰 소리를 100퍼센트(%)으로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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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dimir Horowitz, Favorite Chopin, Disc 1, Track 9, Carnegie Hall,

New York, SONY CLASSICAL, LEGACY, 2004. (녹음년도

1963/68/71 ??)

의 상대적인 크기를 측정했다.

3.1.1. 호로비츠(Vladimir Horowitz)

호로비츠가 연주한 쇼팽 발라드 Op.23의 연주 분석 자료로 사용한 음

반정보는 다음과 같다.

그래프1은 마디1-7의 다이내믹을 나타낸 것이다. 최고 음량은 마디1의

40%, 최저 음량은 마디5의 4%로 그 차이는 35%이다.

<악보 10: 쇼팽 발라드 Op.23, 마디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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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호로비츠의 쇼팽 발라드 Op.23, 마디1-7의 다이내믹>

그래프 2는 마디1-7의 템포를 나타낸 것이다. 각 마디별 템포 변화는

64-67-47-62-52-47-62BPM으로 최고 템포는 마디2의 67BPM, 최저 템

포는 마디3과 마디6의 47BPM으로 그 차이는 20BP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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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2: 호로비츠의 쇼팽 발라드 Op.23, 마디1-7의 템포>

그래프 3은 호로비츠의 쇼팽 발라드 Op.23의 전체 연주 템포를 나타낸

것이다. 최고 템포는 마디135의 420BPM, 최저 속도는 마디3의 47BPM

으로 그 차이는 373BP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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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3: 호로비츠의 쇼팽 발라드 Op.23의 전체 연주 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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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hur Rubinstein, Chopin, Disc 1, Track 1, RCA Italian Studios,

Rome, BMG, 2004. (녹음년도 ??)

3.1.2. 루빈스타인(Arthur Rubinstein)

루빈스타인이 연주한 쇼팽 발라드 Op.23의 연주 분석 자료로 사용한

음반정보는 다음과 같다.

그래프 4는 마디1-7의 다이내믹을 나타낸 것이다. 최고 음량은 마디1의

41%, 최저 음량은 마디5의 5%로 그 차이는 36%이다.

<그래프 4: 루빈스타인의 쇼팽 발라드 Op.23, 마디1-7의 다이내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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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5는 마디1-7의 템포를 나타낸 것이다. 각 마디별 템포 변화는

82-84-54-48-48-36-92BPM으로 최고 템포는 마디7의 92BPM, 최저 템

포는 마디6의 36BPM으로 그 차이는 65BPM이다.

<그래프 5: 루빈스타인의 쇼팽 발라드 Op.23, 마디1-7의 템포>

그래프 6은 루빈스타인의 쇼팽 발라드 Op.23의 전체 연주 템포를 나타

낸 것이다. 최고 템포는 마디49의 409BPM, 최저 속도는 마디5의

48BPM으로 그 차이는 361BP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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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6: 루빈스타인의 쇼팽 발라드 Op.23의 전체 연주 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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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ystian Zimerman, Chopin ․ 4Balladen, Disc 1, Track 1, Polydor

International Gmbh, Hamburg, Deautsche Grammophon, 1988. (녹음

년도 1987.)

3.1.3. 짐머만(Krystian Zimerman)

짐머만이 연주한 쇼팽 발라드 Op.23의 연주 분석 자료로 사용한 음반

정보는 다음과 같다.

그래프 7은 마디1-7의 다이내믹을 나타낸 것이다. 최고 음량은 마디2의

33%, 최저 음량은 마디6의 6%로 그 차이는 27%이다.

<그래프 7: 짐머만의 쇼팽 발라드 Op.23, 마디1-7의 다이내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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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8은 마디1-7의 템포를 나타낸 것이다. 각 마디별 템포 변화는

43-70-28-40-31-29-50BPM으로 최고 템포는 마디2의 70BPM, 최저 템포

는 마디3의 28BPM으로 그 차이는 42BPM이다.

<그래프 8: 짐머만의 쇼팽 발라드 Op.23, 마디1-7의 템포>

그래프 9는 짐머만의 쇼팽 발라드 Op.23의 전체 연주 템포를 나타낸

것이다. 최고 템포는 마디131의 460BPM, 최저 속도는 마디6의 29BPM

으로 그 차이는 431BP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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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9: 짐머만의 쇼팽 발라드 Op.23의 전체 연주 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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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Harasiewicz, Chopin Piano Encores, Disc 1, Track 13,

DECCA, 2004. (녹음년도 1968.)

3.1.4. 하라셰비치(Adam Harasiewicz)

하라셰비치가 연주한 쇼팽 발라드 Op.23의 연주 분석 자료로 사용한

음반정보는 다음과 같다.

그래프 10은 마디1-7의 다이내믹을 나타낸 것이다. 최고 음량은 마디2

의 29%, 최저 음량은 마디6의 5%로 그 차이는 24%이다.

<그래프 10: 하라셰비치의 쇼팽 발라드 Op.23, 마디1-7의 다이내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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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1은 마디1-7의 템포를 나타낸 것이다. 각 마디별 템포 변화는

66-101-49-72-51-46-83BPM으로 최고 템포는 마디2의 101BPM, 최저

템포는 마디3과 마디6의 46BPM으로 그 차이는 55BPM이다.

<그래프 11: 하라셰비치의 쇼팽 발라드 Op.23, 마디1-7의 템포>

그래프 12는 하라셰비치의 쇼팽 발라드 Op.23의 전체 연주 템포를 나

타낸 것이다. 최고 템포는 마디135의 424BPM, 최저 속도는 마디67의

46BPM으로 그 차이는 378BP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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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2: 하라셰비치의 쇼팽 발라드 Op.23의 전체 연주 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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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녹음된 연주 비교 분석

녹음된 연주를 분석하는 것은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객관적

으로 수치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지만, 연주자들의 연

주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 더 큰 의의가 있다. 연주 비교는 크게 두 가

지의 경우가 있다. 한 연주자가 한 작품을 수년 혹은 수십년에 걸쳐 여

러 번 녹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연주자의 음악적 가치관이나

연주 테크닉의 변화에 따른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 또다른 경우는 같은

작품을 연주하는 다른 연주자들의 연주 비교이다. 필자는 후자의 경우를

고려하여 네 명의 연주자 -호로비츠, 루빈스타인, 짐머만, 하라셰비치-를

선정한 후 이들 각각의 녹음된 연주를 다이내믹과 템포의 관점에서 분석

하였다.

3.2.1. 다이내믹(Dynamics) 비교

그래프 13은 네 명의 연주자가 연주한 마디1-7의 다이내믹을 나타낸

것이다.76) 악보에서 지시하는 셈여림 기호는 포르테(f)에서 피아노(p)로

감소하는 다이내믹을 나타낸다. 연주자들 대부분 감소하는 다이내믹을

보여주지만, 루빈스타인은 마디5부터 음량이 점점 고조되는 형태를 보인

다. 다이내믹의 강도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연주자는 36%의 차를 보이

는 루빈스타인이고, 가장 적게 나는 연주자는 하라셰비치로 그 차는

24%이다. 또한 호로비츠와 루빈스타인은 시작 음을 가장 크게 연주하여

점점 감소하는 다이내믹을 표현했지만, 짐머만과 하라셰비치는 마디2가

시작하는 부분까지 증가하다가 점점 감소하는 다이내믹을 표현했다.

76) <악보 10>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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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3: 쇼팽 발라드 Op.23, 마디1-7의 다이내믹 비교>

그래프 14는 네 명의 연주자가 연주한 마디150-165의 다이내믹을 나

타낸 것이다. 악보에 피아노(p)부터 포르티시모(ff)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셈여림기호가 지시되어 있어 다이내믹 변화가 큰 부분이다. 루빈스타인

과 하라셰비치는 최고 음량과 최저 음량의 차가 50%로 같고, 호로비츠

와 짐머만은 최고 음량과 최저 음량의 차가 48%로 같다. 또한 다른 연

주자들은 마디154에서 최고 음량(호로비츠 63%, 루빈스타인 71%, 짐머

만 74%)을 나타낸 반면, 하라셰비치는 마디156에서 최고 음량(74%)을

나타냈다. 그리고 호로비츠는 다이내믹의 범위가 15-63%로, 21-74%의

범위 안에 있는 다른 연주자들 보다 전반적인 음량이 작게 연주된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스포르찬도(sf)에 뒤따라 나오는 피아노(p)가 기보

되어 있는 마디158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마디 165까지 지속된다.



- 80 -

<악보 11: 쇼팽 발라드 Op.23, 마디15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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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4: 쇼팽 발라드 Op.23, 마디150-165의 다이내믹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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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5는 네 명의 연주자가 연주한 마디216-224의 다이내믹을 나타

낸 것이다. 이 부분은 곡의 절정 부분으로 다이내믹을 나타내는 그래프

선이 앞의 두 부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큰 굴곡없이 지속되

는 형태를 보인다. 최고 음량과 최저 음량의 차가 가장 큰 연주자는 호

로비츠로 그 차는 32%이다. 최고 음량과 최저 음량의 차가 가장 작은

연주자는 루빈스타인으로 그 차는 18%이다. 이처럼 다른 연주자들이 점

점 상승하는 다이내믹을 나타내는 동안 루빈스타인은 처음 시작 부분(마

디216)의 음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연주자들이 마디

224에서 최고 음량(호로비츠 47%, 짐머만 42%, 하라셰비치 44%)을 나

타내는 반면 루빈스타인은 마디216에서 최고 음량(44%)을 나타낸다. 그

리고 호로비츠는 다이내믹의 범위가 10-42%로, 23-48%의 범위 안에 있

는 다른 연주자들 보다 전반적인 음량이 작게 나타났다.

<악보 12: 쇼팽 발라드 Op.23, 마디21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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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5: 쇼팽 발라드 Op.23, 마디216-224의 다이내믹 비교>

3.2.2. 템포(Tempo) 비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곡은 쇼팽이 템포를 지시한 부분이 여러

곳 있다. 필자는 그 중에서 템포지시가 있는 마디1의 라르고(Largo), 마

디8의 모데라토(Moderato), 마디68의 메노 모소(Meno mosso), 마디194

메노 모소(Meno mosso), 마디208의 프레스토 콘 푸오코(Presto con

fuoco)의 템포를 비교해 볼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 한 마

디의 평균 템포를 구하지 않고 마디 안의 각각의 음(note)들 간의 템포

를 구해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 분석한 구간 내에서 연주자가 템포

루바토를 얼마나 잘 표현 했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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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6: 쇼팽 발라드 Op.23, 마디1-7 사이의 템포 비교>

그래프 16은 마디1-7의 템포를 비교한 것이다.77) 호로비츠는

64-67-47-62-52-47-62BPM으로, 루빈스타인은 82-84-54-48-48-36-92

BPM으로 템포가 변했다. 짐머만은 43-70-28-40-31-29-50BPM으로,

하라셰비치는 66-101-49-72-51-46-83BPM으로 템포가 변했다. 마디 간

의 템포 변화가 가장 급격한 연주자는 루빈스타인으로, 마디6에서 마디7

로 넘어갈 때의 템포 변화는 56BPM이다. 마디 간의 템포 변화가 가장

완만한 연주자는 루빈스타인과 짐머만이다. 루빈스타인은 마디1에서

마디2로 넘어갈 때 그 템포 변화가 2BPM이고, 짐머만은 마디5에서 마

디6으로 넘어갈 때 그 템포 변화가 2BPM이다. 마디 간의 템포 변화를

77) <악보 10>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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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호로비츠 루빈스타인 짐머만 하라셰비치

마디 1 64 82 43 66

마디 2 67 +3 84 +2 70 +27 101 +35

마디 3 47 -20 54 -30 28 -42 49 -52

마디 4 62 +15 48 -6 40 +12 72 +23

마디 5 52 -10 48 - 31 -9 51 -21

마디 6 47 -5 36 -12 29 -2 46 -5

마디 7 62 +15 92 +56 50 +21 83 +27

-2 +10 +7 +7

측정하면 각 연주자들이 템포 루바토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수

치상으로는 호로비츠가 템포 루바토를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5: 마디1-7 템포 변화와 템포 루바토>

그래프 17은 마디1 음들 사이의 템포를 비교한 것이다. 호로비츠는

62-68-68-73BPM으로 템포가 점점 상승했고, 루빈스타인은

91-58-81-80BPM으로 템포가 변했다. 짐머만은 40-39-57-53BPM으로,

하라셰비치는 65-45-78-94BPM으로 템포가 변했다. 첫 음 C³와 C²에서

두 번째 음 E♭³와 E♭² 간의 템포 변화가 가장 빠른 사람은 루빈스타

인(33BPM)이고, 가장 느림 사람은 짐머만(1BPM)이다. 음표들 사이의

템포 변화를 측정하면 각 연주자들이 템포 루바토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호로비츠와 루빈스타인이 템포 루바토를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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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 호로비츠 루빈스타인 짐머만 하라셰비치
1 노트 62 91 40 65
2 노트 68 +6 58 -33 39 -1 45 -20
3 노트 68 - 81 +23 57 +18 78 +33
4 노트 73 +5 80 -1 53 -4 94 +16

+11 -11 +13 +29

<악보 13: 쇼팽 발라드 Op.23, 마디1>

<그래프 17: 쇼팽 발라드 Op.23, 마디1 노트별 템포 비교>

<표 16: 마디1 노트별 템포 변화와 템포 루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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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8은 마디8의 두 번째 음부터 마디9의 세 번 째 음까지 음들 사

이의 템포를 비교한 것이다. 호로비츠는 41-31-72-72-104-86-116-129-

128BPM으로 템포가 변했고, 루빈스타인은 49-94-127-124-115-156-127

-113-119BPM으로 템포가 변했다. 짐머만은 23-67-113-162-126-78-87

-90-116BPM으로, 하라셰비치는 42-107-124-140-149-165-157-106-127

BPM으로 템포가 변했다. 첫 음 D²와 두 번째 음 C⁴ 간의 템포 변화가

가장 빠른 사람은 하라셰비치(65BPM)이고, 가장 느린 사람은 호로비츠

(10BPM)이다. 이 음표들 사이의 템포 변화를 측정하면 각 연주자들이

템포 루바토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루빈스타인이

템포 루바토를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나타난다.

<악보 14: 쇼팽 발라드 Op.23, 마디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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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8-9
호로비츠 루빈스타인 짐머만 하라셰비치

1 노트 41 49 23 42
2 노트 31 -10 94 +45 67 +44 107 +65
3 노트 72 +41 127 +33 113 +46 124  +17
4 노트 72 - 124 -3 162 +49 140 +16
5 노트 104 +32 115 -9 126 -36 149 +9
6 노트 86 -18 156 +41 78 -48 165 +16
1 노트 116 +30 127 -29 87 +9 157 -8
2 노트 129 +13 113 -14 90 +3 106 -51
3 노트 128 -1 119 +6 116 +26 127 +21

+87 +70 +93 +85

<그래프 18: 쇼팽 발라드 Op.23, 마디8-9 노트별 템포 비교>

<표 17: 마디8 노트별 템포 변화와 템포 루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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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9는 마디68의 음-왼손 6개의 음-들 사이의 템포를 비교한 것

이다. 호로비츠는 92-123-239-231-136-70BPM으로 템포가 변했고, 루빈

스타인은 85-141-141-108-137-148BPM으로 템포가 변했다. 짐머만은

74-154-204-131-192-82BPM으로 하라셰비치는 159-198-276-166 -168

-175BPM으로 템포가 변했다. 호로비츠는 두 번째 음과 세 번째 음 사

이의 템포 변화가 가장 크고(116BPM), 루빈스타인은 첫 번째 음과 두

번째 음 사이의 템포 변화가 가장 크다.(56BPM) 짐머만은 다섯 번째 음

과 여섯 번째 음 사이의 템포 변화가 가장 크고(110BPM), 하라셰비치는

세 번째 음과 네 번째 음 사이의 템포 변화가 가장 크다.(110BPM) 음표

들 사이의 템포를 측정하면 각 연주자들이 템포 루바토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짐머만이 템포 루바토를 가장 잘 표현한 것

으로 나타난다.

<악보 15: 쇼팽 발라드 Op.23, 마디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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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67
호로비츠 루빈스타인 짐머만 하라셰비치

1 노트 92 85 74 159

2 노트 123 +31 141 +56 154 +80 198 +39

3 노트 239 +116 141 - 204 +50 276 +78

4 노트 231 -8 108 -33 131 -73 166 -110

5 노트 136 -95 137 +29 192 +61 168 +2

6 노트 70 -66 148 +11 82 -110 175 +7

-22 +63 +8 +16

<그래프 19: 쇼팽 발라드 Op.23, 마디68 노트별 템포 비교>

<표 18: 마디68 노트별 템포 변화와 템포 루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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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20은 마디194의 음들 사이의 템포를 비교한 것으로, 처음 시작

의 왼손 세 음과 그 다음은 오른손 멜로디 다섯 음에 맞추어 분석하였

다. 호로비츠는 107-108-102-95-86-118-124-95BPM으로 템포가 변했고,

루빈스타인은 100-81-59-92-117-120-134-123BPM으로 템포가 변했다.

짐머만은 38-33-27-104-53-68-84-57BPM으로, 하라셰비치는 107-80-66

-121-143-151-176-160BPM으로 템포가 변했다. 호로비츠는 다섯 번째

음과 여섯 번째 음 사이의 템포 변화가 가장 크고(32BPM), 루빈스타인

은 세 번째 음과 네 번째 음 사이의 템포 변화가 가장 크다.(33BPM) 짐

머만과 하라셰비치도 세 번째 음과 네 번째 음 사이의 템포 변화가 가장

크고, 그 차이는 각각 77BPM과 55BPM이다. 음표들 사이의 템포를 측

정하면 각 연주자들이 템포 루바토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수치

상으로는 호로비츠가 템포 루바토를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나타난다.

<악보 16: 쇼팽 발라드 Op.23, 마디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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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94
호로비츠 루빈스타인 짐머만 하라셰비치

1 노트 107 100 38 107

2 노트 108 +1 81 -19 33 +5 80 -27

3 노트 102 -6 59 -22 27 -6 66 -14

4 노트 95 -7 92 +33 104 +77 121 +55

5 노트 86 -9 117 +25 53 -51 143 +22

6 노트 118 +32 120 +3 68 +15 151 +8

7 노트 124 +6 134 +14 84 +16 176 +25

8 노트 95 -29 123 -11 57 -27 160 -4

-12 +23 +29 +65

<그래프 20: 쇼팽 발라드 Op.23, 마디194 노트별 템포 비교>

<표 19: 마디194 노트별 템포 변화와 템포 루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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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21은 마디208의 음들 사이의 템포를 비교한 것으로, 시작 세 음

은 오른손, 네 번째 음은 셋째 박에 있는 왼손,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

째 음은 남아있는 오른 손 음에 맞추어 분석했다. 이 마디는 템포가 이

전 마디에 비해 갑자기 빨라지면서 극심한 템포 변화를 겪는 곳이다. 호

로비츠는 63-246-243-162-191-191-227BPM으로 템포가 변했고, 루빈스

타인은 189-244-256-240-276-276-204BPM으로 템포가 변했다. 짐머만은

160-296-194-242-234-232-410BPM으로, 하라셰비치는 162-176-232-192

-324-204-240BPM으로 템포가 변했다. 첫 음 두 번째 음 사이의 템포

변화가 가장 빠른 사람은 호로비츠(183BPM)이고, 가장 느린 사람은 하

라셰비치(14BPM)이다. 음표들 사이의 템포를 측정하면 각 연주자들이

템포 루바토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루빈스타인이

템포 루바토를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나타난다.

<악보 17: 쇼팽 발라드 Op.23, 마디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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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08
호로비츠 루빈스타인 짐머만 하라셰비치

1 노트 63 189 160 162

2 노트 246 +183 244 +55 296 +136 176 +14

3 노트 243 -3 256 +12 194 -102 232 +56

4 노트 162 -81 240 -16 242 +48 192 -40

5 노트 191 +29 276 +36 234 -8 324 -132

6 노트 191 - 276 - 232 -2 204 -120

7 노트 227 +36 204 -72 410 +178 240 +36

+164 +15 +250 -186

<그래프 21: 쇼팽 발라드 Op.23, 마디208 노트별 템포 비교>

<표 20: 마디208 노트별 템포 변화와 템포 루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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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의 강도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연주자

다이내믹의 강도

차

마디1-7 루빈스타인 36%

마디150-165 루빈스타인, 하라셰비치 50%

마디216-224 호로비츠 32%

템포 루바토를 가장 잘 표현한 연주자 템포 수치

마디1-7 호로비츠 -2

마디1 (노트별) 호로비츠, 루빈스타인 +11, -11

마디8-9 (노트별) 루빈스타인 +70

마디68 (노트별) 짐머만 +8

마디194 (노트별) 호로비츠 -12

마디208 (노트별) 루빈스타인 +15

지금까지 호로비츠, 루빈스타인, 짐머만, 하라셰비치의 녹음된 연주를

다이내믹과 템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다이내믹 분석 결과, 지정 범위

안에서 다이내믹의 강도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연주자는 마디1-7에서

는 루빈스타인, 마디150-165에서는 루빈스타인과 하라셰비치, 마디

216-224에서는 호로비츠로 나타났다.

<표 21: 지정 마디별 다이내믹의 강도 차이가 가장 큰 연주자>

템포 분석 결과, 지정 범위 안에서 템포 루바토를 가장 잘 표현한 연주

자는 마디1-7에서는 호로비츠, 마디1에서는 호로비츠와 루빈스타인, 마

디8-9에서는 루빈스타인, 마디68에서는 짐머만, 마디194에서는 호로비츠,

마디208에서는 루빈스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지정 마디별 템포 루바토를 가장 잘 표현한 연주자>

표 23은 연주자별 최고 템포와 최저 템포와 해당되는 마디를 나타낸 것

이다.78) 264마디에 이르는 큰 규모의 곡임에도 불구하고 연주자들의 연

78) <그래프 3>, <그래프 6>, <그래프 9>, <그래프 12>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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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템포 최고 템포

호로비츠 47BPM (마디 3) 420BPM (마디 135)

루빈스타인 48BPM (마디 5) 406BPM (마디 49)

짐머만 29BPM (마디 6) 460BPM (마디 131)

하라셰비치 46BPM (마디 67) 424BPM (마디 135)

주 템포의 윤곽이 비슷한 이유는, 쇼팽이 지정한 템포 기호 때문이다. 4

명의 연주자가 연주한 최고 템포와 최저 템포가 나온 마디가 비슷한 부

분에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최저 템포에서의 하

라셰비치의 경우나 최고 템포에서의 루빈스타인의 경우처럼 그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연주자도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템포에 따른 연주 스타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의 템포 그래프를 통해 연주 속도, 템포

루바토 뿐 만 아니라 연주 스타일의 전반적인 특징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표 23: 연주자별 최고 템포와 최저 템포>

350BPM 이상의 빠른 템포가 나타나는 부분을 살펴보면, 호로비츠는

중반과 후반에, 루빈스타인은 초반과 중반에 빠른 템포가 나타났고, 짐머

만과 하라셰비치 중반에 빠른 템포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짐머

만이 가장 빠른 속도로 연주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디131,

460BPM) 50BPM 이하의 느린 템포가 나타나는 부분을 살펴보면, 호로

비츠와 루빈스타인은 시작 부분에, 짐머만은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하

라셰비치는 시작 부분 두 곳에 느린 템포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짐머만이 가장 느린 속도로 연주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디

6, 29BPM) 이를 통해 짐머만이 가장 넓은 영역의 템포 수치로 연주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악보에 기보된 템포와 실제 연주템포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이 작품의 절정 부분은 마디208부터 250으로 볼 수 있다. 곡 전체의

흐름이 템포나 다이내믹에 의해 여러 번의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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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208은 쇼팽이 지정한 템포 중 가장 빠른 부분인 프레스토 콘 푸오코

(Presto con fuoco)로 기보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연주자들의 연주 속도

는 모두 다른 곳에서 최고 속도가 넓은 범위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주 분석은 우리가 연주를 들었을 때 일차적으로 드러나지 않

는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줌으로써 연주자의 연주 방향이

나 스타일을 찾아낼 수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서로 다른 연주자의 연

주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평가들은 연주를 들어보

지 못한 사람들에게 연주 비평을 제공할 때에도 설득력 있는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어떤 작품을 연주한 연주자들의 연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모이게 되

면 우리는 그 작품을 연주할 때, 특히 템포를 통한 타이밍(timing)이나

다이내믹을 통한 표현(expression)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객관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곧 또 다른 연주에 영향을 미치는 피

드백(feedback) 과정의 일환으로, 앞서 연구한 악보 분석이나 작품 분석

과 더불어 연주를 위한 분석적 해석론의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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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분석과 연주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해석이론을 토대로 연

주를 위한 해석이론의 모델: 분석적 해석이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석

이론이 작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고찰하기 위한 대상으로 쇼팽의 피

아노 작품인 발라드 Op.23을 살펴보았다.

본 논의를 통해 “이상적인 연주를 위한 분석적 해석이론”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연주자는 작곡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악보에 충실한 연주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악보를 분석하고 선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쇼팽 발

라드 Op.23의 경우 작곡가 자신이 초판 과정에 참여 했으며 초판의 버

전에 따라 그 내용이 변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판의 경우도 어떤 버전의 초판을 참고하였는지, 주요 원전이

같은 것을 참고해도 개정판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해야

연주에서 쇼팽의 의도를 최대한 끌어 낼 수 있다. 필자는 작품에 대해

하나의 악보보다는 여러 가지 개정판들을 충분히 분석한 후 이것을 적절

히 조합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것은 비단 쇼팽의 작품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출판과정이 명료한 작곡가의 작품일지라도 작곡

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악보에 대한 분석이 꼭

필요하다.

둘째, 작품의 형식과 구조를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작품을

형식적 측면에서 본다면 같은 형식으로 작곡된 작품들 간의 형식적 유사

성을 끌어 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분석해야 한다

는 단점이 있고, 특히 쇼팽의 발라드 Op.23처럼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작

품을 분석할 때는 한계점이 있다. 작품의 구조는 상당 부분을 형식에 영

향을 받지만, 작품 그 자체의 음악적 요소들이 가진 특징을 중점으로 분

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조 분석은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 작품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유기적으로 흐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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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의 전후 관계나 방향이 전환되는 부분, 안정된 주제가 나오는 부

분이나 주제를 향해 나아가는 불안정한 부분, 절정에 이르는 과정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필자는 작품의 연구에 있어서 형식 분석에만 그

치지 말고 이와 더불어 구조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연주자가 전반적인

연주 방향을 체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셋째, 녹음된 연주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주 분석을 통해 한 연주자

의 연주 뿐 아니라 같은 작품을 연주한 서로 다른 연주자들의 연주도 비

교 분석할 수 있다. 이는 같은 작품을 연주하는 또다른 연주자들에게 연

주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 할 수 있고, 비평가들이 연주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연주 비평을 제공할 때에도 설득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쇼팽 발라드 Op.23의 경우 낭만시대에 작곡된 작품인 만큼 필

자는 지정 구간에서의 다이내믹과 템포 분석을 제안한다. 각 부분들의

분석을 통해 연주자들이 작품에서 극적인 표현은 어떻게 나타내는지 템

포 루바토는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또한 악보에 표기

된 다이내믹과 템포 기호가 실제로 그렇게 연주되는지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기존의 녹음된 연주 분석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새로 시도한 점은 곡의

일부분이 아니라 곡 전체 템포를 분석함으로써 연주 스타일이나 전체적

인 흐름을 한 눈에 파악했다는 점이다. 이는 작품의 다른 부분이나 새로

운 연구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므로 데이터베이스로

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특히 분석 대상의 연주자 수를 늘리면 작품

의 특정 부분의 ‘평균’ 연주 스타일을 추출할 수 있으며, 이상적인 연주

에 대한 실증적 예를 찾는 연구로 그 범위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처럼 연주는 테크닉에 의존한 소리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음악

학적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분석적 해석이론은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해석이론에 옳은 하나의 해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

석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분석에 근거한 해석이론에 관한 연구 뿐 아니라 미

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른 카테고리의 음악학에 근거한 해석이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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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로도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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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

파) 라르고(Largo) 대신 GE에서는 렌토(Lento)로 되어있다. 브라이트코프

& 해르텔 판의 주해에서 언급된 것처럼 GE는 FE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

문에 렌토로의 변화는 쇼팽 자신의 마지막 결정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빈) GE에서 라르고(Aut, FE, EE)를 렌토로 바꾼 것은 아마도 쇼팽 자신일

것이다. 쇼팽은 출판 과정 중에도 빠르기나 곡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자주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헨) GE에는 라르고(Largo) 대신 렌토(Lento)가 있다.

마디7

파) MS와 FE에서처럼 베이스에 있는 9도, 즉 E♭¹을 사용했다. GE와 EE

는 E♭¹대신에 D¹을 사용했다.

빈) 왼손 부분 E♭¹(Aut, FE, EE)을 D¹(GE)으로 바꾼 것은 어쩌면 병행5

도(G-B♭, C-E♭)를 피하기 위해 쇼팽 자신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헨) 우리는 주된 출처 FE에 따라서 E♭¹를 준다. 나중에 숄츠판(Scholtz)

에는 악보에 D¹가 나오며 각주의 FE에 E♭¹이 있다. 미쿨리판(Mikuli)의

각주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Frau Princess M. Gzartoryska, Frau F.

Streicher(Chopin의 제자들), 그리고 Herr Dr. F. v. Hiller는 옛날 인쇄본의

D에 반하는 E♭의 진정성을 주장하고 있다.” GE에서 d¹표시는 아마도

G-B♭, C-E♭ 사이에 유사한 5도 음정을 피하고자하는 의도이다.

마디9

파) MS의 이 마디와 이와 유사한 악절 전체를 통하여 쇼팽은 오른손의

반주형 4분음표가 없는 곳에 한하여 베이스의 4분음표 한 쌍 아래에 이음

줄을 그었다. 그러나 쇼팽이 말한 오른손의 규칙적인 이음줄은 베이스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왼손에 이음줄을 부가했다.

헨) 여기서 그리고 모든 유사한 패시지에서 쇼팽은 다음과 같이 동반되는

화음의 표현을 기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체계에 있어서 슬러는 아래

체계의 음표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특별한 기보법의 관습은 다른 쇼팽의

자필악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 Preludes Op.28 No.18)

마 디

18, 20

헨) Aut와 FE는 미쿨리판(Mikuli)에서처럼 악센트(>)가 부족하다. 마디18

에 있어서 GE와 마디18과 20에 있어서 EE는 악센트(>)를 첨가하고 있다.

파데레프스키판(Paderewski)과 숄츠판(Scholtz)은 EE를 따르고 있다.

마디25
빈) 왼손 부분: 아포지아투라의 첫째 음표는 오른손 부분의 G와 동시에 연

주해야 한다.

부록

파데레프스키판, 빈판, 헨레판의 악보 해석 비교79)

79) 파데레프스키판은 파), 빈판은 빈), 헨레판은 헨)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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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디

26-27

파) FE와 GE에서는 마디26의 D²는 마디27 시작의 D²와 붙임줄로 연결되

어 있지 않다.

빈) 오른손 부분: 초판 악보들에는 멜로디 음표들인 D² 사이의 타이가 빠

져 있는데 아마도 Aut에 표시된 타이가 희미하여 제대로 보지 못한 때문

일 것이다.

헨) GE에서는 연결선이 없다. 그러나 마디26의 D²에서 연결선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미쿨리판(Mikuli), 파데레프스키판(Paderewski)과 숄츠판

(Scholtz)도 연결선을 가지고 있다.

마디33

파) 원판들에서 이 마디 후반부의 빠른 음표는 최근 판들에서처럼 16분음

표가 아니고 작은 8분음표로 기보되었고, 여섯 개의 음표씩 묶음으로 구분

되어 있지 않다.

마디35
헨) 스타카토는 Aut, FE, GE, 미쿨리판(Mikuli)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파

데레프스키판(Paderewski)은 그 곡의 첫 번째 음부터 슬러가 나온다.

마 디

36-43

파) FE와 GE에서는 이들 마디의 8분음표 묶음에는 같은 이음줄이 붙어

있다. 이 판에서 소개된 마디40-43 사이의 이음줄 변경은 옥타브를 지속시

키는 것과 관련된 음형의 차이를 맞추기 위함이다.

마 디

45-47

파) GE와 EE에서는 높은음자리표의 첫째 음 앞에 제자리표가 아니라 올

림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더욱이 마디47에서 5번

째 8분음표는 C²가 아니라 A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같

은 마디의 왼손에서 FE와 GE는 G음에서 다음 4번째 4분음표에 이르는 붙

임줄을 사용하지 않았다. (마디45에서는 붙임줄을 사용했다.)

빈) 마디45와 마디47의 오른손 부분: GE에는 이들 각 마디 첫째 음표 앞

에 올림표가 들어가 있다. (아마 GE의 인쇄 준비 과정 중 추가된 듯)

헨) 첫 번째 음이 F¹대신에 F#¹이 되어야 하는가? 아래 보표에서 동시에

울리는 화음은 아마도 원래 G보다는 차라리 F#¹혹은 F#²를 가지고 있었다.

임시기호 없이 위 보표에 첫 번째 음의 표시는 결과적으로 F#¹혹은 F#²를

의미할 수 있었다. 두 개의 곡 7번째 음 앞에 올림표의 표현적인 정황은

당연히 F¹혹은 F²를 지지하는 것을 말해준다. GE에서 마디47의 5번째 음

은 C²가 아니라 A¹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실수 인 것 같다.

마디53
헨) 파데레프스키판(Paderewski) 또한 dim.을 가지고 있다. 숄츠판

(Scholtz)은 마디54에서 poco a poco meno f를 가지고 있다.

마디58 헨) Aut는 첫 번째 박자에 추가의 악센트(>)를 가진다.

마디62
파) GE는 9번째 8분음표를 G♭² 대신에 B♭²로 잘못 기보했다.

헨) GE에 9번째 음은 G♭² 대신에 B♭²인데, 이것은 실수인 것 같다.



- 108 -

마디63

파) EE는 마지막 8분음표를 C 대신에 D로 잘못 기보했다.

빈) 오른손 부분: GE에는 이 마디의 마지막 음표가 D로 되어 있다. 이것

은 재판상의 오류이다. (선행하는 마디들의 유사한 악절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ut와 FE를 보면 D가 오류라는 명백한 증거가 들어 있다. (앞 마

디의 마지막 음표에 선행 화음을 넣는 것은 쇼팽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다. 여기서는 마디가 바뀔 때 특히 명료한 페달의 사용이 요구된다.) GE의

이 오류는 보다 최근의 모든 인쇄본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마디66 헨) Aut에는 riten.이 없다.

마디69
파) FE와 GE에 따르면 높은음자리표의 E♭¹에는 붙임줄이 붙어있지 않다.

헨) 붙임줄은 Aut로부터 기인한다.

마디71
헨) Aut는 마디71의 2-3음과 마디72의 1-2음에 두 개의 분리된 슬러가 있

다.

마디76 빈) 오른손 부분: 초판 악보들에는 실수로 처음의 4도 음정 앞에 대신

제자리표(♮)로 되어 있다.

마디87

파) FE와 GE에서 B♭²는 그 직전 프레이즈의 이음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그 다음 마디에서는 그 직전 이음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좀 더 최

근의 판들은 위 두 마디에서 두 가지 형태를 모두 수용하고 있다. 마디

185-186과비교해 보면 여기에서 수용된 이음줄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헨) B♭¹-B♭² 옥타브 도약에 슬러를 할당한 것은 명백하지 않다. 아마도

옥타브 B♭¹-B♭²에 슬러가 매번 의도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왼쪽으로

너무 멀리 놓인 슬러는 B♭²에서 원래의 나중에 삭제된 모티브까지 연결

시킨다.

마디100
파) FE에서 8분음표 묶음의 첫째 음을 C¹으로 바르게 기보한 것과는 달리

GE와 EE에서 D¹으로 기보하였다.

마 디

103-104

파) 이 두 마디에서 FE, GE, EE는 6번째 4분음표 자리에도 왼손 화음을

반복시키고 있다. 우리는 마디102와 마디202 이후에도 같은 방법을 취했다.

이 기보는 미쿨리판(Mikuli)과 MS에 근거를 둔 브라이트코프 & 해르텔판

에서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

빈) 마디103-105; 왼손 부분: Aut에는 이들 각 마디가 다음과 같은 원래의

형태로 쓰여 있다. 쇼팽은 FE를 교정하면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바꾸었다.

헨) 마디103; 우리는 Aut를 따른다. FE와 GE는 아마도 기록자의 실수가

있다; 마디102와 마디202-204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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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디

106-124

파) 이들 마디에서 GE와 FE는 베이스에 이음줄을 붙이지 않았다.

헨) 마디106-109; Aut에서 이음줄을 붙이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마디113

빈) 오른손 부분: Aut에는 아래쪽 성부에서 둘째 4분음표였던 A¹을 선행

하는 B¹과 슬러로 이어 놓고 있다. 쇼팽은 FE를 교정하면서 이 4분음표를

2분음표로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마디

114-115

파) 우리는 브루그놀리판(Brugnoli)과 일치시키기 위해 쇼팽에 의한 오른

손 기보를 바꾸었다. 이것은 복잡한 화음으로부터 선율을 분리하여 강조하

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마디174-175에서도 일어난다.

빈) 오른손 부분: 제2주제의 멜로디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오른손 부분

은 다음과 같이 연주되어야 한다.

헨) 마디114; Aut에서 슬러는 첫 번째 화음과 두 번째 화음사이에서 나누

어진다.

마디119

빈) 오른손 부분: 위의 제자리표(♮)는 마디123과의 적절치 못한 유

추를 피하기 위해 편집자가 추가했다. (마디123에는 쇼팽이 FE를 교정하면

서 추가한 올림표(#)가 있음)

헨) 마디119, 마디123; Aut는 위에 올림표(#)가 부족하다. FE의 마디

123에는 첨가되어 있지만 마디119에는 그렇지 않다.

마디131 파) EE에서 이 마디의 6번째 8분음표는 D² 대신에 C♭²로 되어 있다.

마 디

134-135

파) MS에서 이들 마디는 아래와 같이 기보되었다. 분명히 GE, FE, EE판

이 훨씬 낫다.

빈) 오른손 부분: Aut에는 다음과 같은 원래의 독보가 보인다. 이것은 F를

교정하면서 쇼팽에 의해 고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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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37

파) MS에서는 5번째 음 앞에 제자리표가 붙어 있다. 그러나 A에서 A♭으

로의 변화는 매우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쇼팽 자신이 FE의 교정본에서 그

렇게 하였을지도 모른다.

마디145

빈) 왼손 부분: Aut에는 마디 전반부에 다음과 같은 원형이 기보되어 있

다.

마 디

146-153
파) FE와 GE의 어느 곳의 베이스에도 붙임줄이 없다.

마디155

헨) Aut는 >를 가진다. FE와 GE는 미쿨리판(Mikuli)과 파데레프스키판

(Paderewski)이 그러한 것처럼 위 보표의 1-3음 위에서 >로 잘못 읽혀지

고 있다. 숄츠판(Scholtz)은 위 보표의 첫 번째 음 위에 >를 가진다.

마디

156-157

빈) 오른손과 왼손 혹은 왼손과 오른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원래 기보에

서 몇 가지를 수정했다. 즉 마디156의 오른손에서 D# 대신에 E♭으로, 그

리고 마디157의 왼손에서 G♭ 대신에 F#으로 바꾸었다.

마디164
빈) 왼손 부분: 초판 악보들에는 코드 앞의 가 빠져 있다. (오류로 추정)

마디165 헨) 악센트(>)는 FE로부터 왔다; Aut는 fz로 되어 있다.

마디166

빈) 마디 처음의 fz를 살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주한다.

마디170

파) GE에서는 높은음자리표의 넷째 4분음표에 B²만이 기보되었고 B♭²는

그 다음의 6도인 E²-C³와 함께 기보되었다. 이것은 이 부분이 불분명한

FE를 잘못 읽은 결과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EE와 미쿨리판

(Mikuli)을 따랐다.

헨) Aut는 각각의 오잇단음표 화음에 스타카토를 가진다. 인쇄판의 수정

때문에 FE에 줄기 부분위에 음표 머리 부분의 분할이 분명치 않다. G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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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잘못 읽혀지고 있다.

마디171

파) GE에서는 오른손의 넷째와 다섯째 4분음표가 로

되어 있으나, FE에서는 로 기보되어 있다.

우리는 EE와 미쿨리판(Mikuli)을 따랐다.

빈) 오른손 부분: 이 책에 재수록된 Aut의 독보가 의심할 여지없이 정확하

지만 F에는 다음과 같이 부정확하게 제판되어 있다.

이것은 다섯잇단음표의 넷째와 다섯째 음표 사이의 A♭이 애매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제 170마디와 유사하게 악보를 읽음으로써 생긴 오류로 추정

되는데, 이러한 오류는 1867년 이후에 나온 대부분의 인쇄본들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헨) Aut, FE 그리고 GE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FE는 다음과 같은 보표를

G1은 다음과 같은 보표를 가진다.

FE의 수정은 아마도 쇼팽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나 잘못 해석되어져 왔

다. 우리는 마디170과 마디172에 대하여 일관성을 표현한다.

마디173

빈) 오른손 부분: Aut에서 원래 점4분음표 코드 앞에 있던 B♭의 아포지

아투라는 나중에 쇼팽에 의해 A♭위에 있는 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쇼팽은 FE를 교정하면서 원래의 아포지아투라를 복원시켜 놓았다. 쇼팽이

이처럼 아포지아투라를 바꾸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다. (발라드 A♭장조

작품 47의 제3마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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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 는 Aut에서 으로 수정된다. 그러나 FE와 GE에서 으로 남아

있다. FE에 있어서 기록이 기록자의 실수인지 혹은 쇼팽의 마지막 변경을

나타내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마디174

파) 우리는 브루그놀리판(Brugnoli)과 일치시키기 위해 쇼팽에 의한 오른

손 기보를 바꾸었다. 이것은 복잡한 화음으로부터 선율을 분리하여 강조하

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마디114-115에서도 일어난다.

빈) 마디174-175; 오른손 부분: 제2주제의 멜로디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오른손 부분은 다음과 같이 연주되어야 한다.

마디179

파) 이 마디 후반부의 오른손은 다음과 같이 연주된다. 이것은 FE와 GE에

서 기보된 것과 같다.

빈) 다음 복합형 리듬은 쇼팽이 다음과 같이 자필악보에 기보한 대로 엄격

히 따라야 한다.

마디193

파) 모든 원판에 6번째 음표는 E♭²이다. 이와는 달리 최근 몇몇 판에서는

이곳에 D²를 사용했으나 이것은 정당화 될 수 없는 수정이다. 브루그놀리

판(Brugnoli)은 이 E♭²와 불협화음으로 발라드 서주부 마지막에 오는 E♭

¹의 관계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빈) 오른손 부분: Aut에는 실수로 마지막 8분음표가 D로 되어 있다.

FE,GE,EE에는 E♭으로 고쳐져 있다. 나중에 GE(1862년 이후)에는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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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8분음표 E♭이 D로 바뀌어져 있는데 후대의 인쇄본 가운데는

그 바뀐 것을 그대로 채택한 경우도 있다.

마 디

197-198

빈) 오른손 부분: Aut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쇼팽은 FE를 교정하면

서 G위에 악센트 표시를 추가하고 아마 슬러를 삭제했는지도 모른다.

마 디

216-227

파) FE, GE, EE는 다음의 음들에만 악센트를 붙였다. 마디216과 마디224

의 끝에서 3번째 8분음표; 마디217, 마디218, 마디225, 마디226, 마디227의

첫째음; 마디222의 셋째, 넷째 4분음표; 마디223의 첫째 8분음표. 원본에서

는 악센트와 함께 이들 악절의 주된 선율을 구성하는 음표에도 악센트를

붙였다. 그러나 마디216-224에서 우리는 처음의 A♭²로 악센트를 옮겼다.

마디220 파) 원판들에서 베이스의 첫째음은 4분음표의 음가만을 지닌다.

마디225
빈) 오른손 부분: 마디 후반부의 첫 G음에 있는 4분음표 기둥이 Aut와 초

판 악보들에는 빠져 있다. 이것은 오류임에 틀림없다.

마디229
파) 최근 판들에서 베이스의 마지막 4분음표는 B♭이고, FE, GE에서 이것

은 G로 되어있다.

마디232

빈) 우리는 통일성을 유지하게 위해 쇼팽의 기보와는 다르게 베이스음을

수정했다. 즉 왼손 부분 끝에서 2번째 4분음표를 A 대신에 B♭♭으로 바

꾸었고 마지막 4분음표를 C♭ 대신에 B로 바꾸었다.

마디246
빈) 왼손 부분: 아르페지오 코드의 맨 위 음표(G)는 오른손 부분의 첫째

음표(E♭)과 동시에 연주해야 한다. (“선행 아르페지오”)

마디253

파) 바로 앞의 쉼표와 함께 주제에서 파생된 8분음표 묶음은 8분음표로 이

루어진 두 개의 셋잇단음표가 아니라 8분음표로 나누어진 세 개의 4분음표

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MS와 모든 원전판에서처럼 여기에서도 6이

란 숫자보다는 3이란 숫자가 더 적당하다. 이 작품 마지막에 오는 연속적

인 반음계 옥타브와 마디257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마디259

파) MS에서 낮은음자리표 뿐 아니라 높은음자리표의 마지막 세 개 옥타

브에는 각기 위와 아래로 향한 작은 사선이 그어져 있다. 이것은 이들 옥

타브들이 좀 더 빠르지만 바로 앞 옥타브처럼 아르페지오로 연주되어야함

을 의미한다. FE, GE, EE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이 아르페지오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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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

빈) Aut에는 양손 부분 모두 마디 후반부 옥타브의 음표 기둥에 빗금이

그어져 있다(이 책의 악보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옛날에는 이것이 아르페

지오를 나타내는 표시로 흔히 사용되었다. 그러나 초판 악보들은 이를 따

르지 않고 있다. (먼저 아포지아투라가 온 뒤 그 다음 옥타브들의 음표 기

둥에 사선을 긋는 것은 쇼팽이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점차 속도가

빨라지는 진행을 나타낸다.) 아르페지오는 poco ritenuto-accelerando의 지

시대로 연주해야만 제260마디 처음에서 이미 아주 빨라져 있는 속도와 이

상적으로 매끄럽게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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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the study of interpretation theorie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alysis and performance. The interpretation in

music is the learning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nalysis and

performance, and what organized this is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As, in music unlike other arts, composers who create works and

players who play them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incoherent

relationship occurs between analysis and performance, and this

bisection, despite two areas dealing with sphere of 'interpretation',

arises from limitations failed to establish common ground.

Davies and Levinson, especially philosophers, and Danuser,

musicologist classified and explained these interpretations. Their

interpretation theories are partially consistent in terms of contents

but, we could know, the interpretation theories of Danuser has gone

beyond those of Davies and Levinson. Whereas the interpretation

theories of the former(Davies and Levinson) show only one-way

traffic (analysis→performance) from analysis to performance, those of

the latter(Danuser) analytic ones show a two-way traff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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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that is to say, performance after analysis, and analysis

after performance.

In this context, this paper presented a model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heory as a part of study mitigating conflicting aspects between

analysis and performance. This interpretation theory expressed as

'analytic interpretation theory' needs analysis in terms of three

aspects and they are score analysis, work analysis, and performance

analysis. As a target to investigate how the theory applies to works,

the piano work of Chopin Ballade op.23 was examined.

The first step, scores analysis is the research of how to read scores

through the publication course of scores. The composer himself was

involved in the first edition process in case of Chopin ballade Op.

23, and its contents was varied, we should note, depending on the

version of the first edition. So which version of first edition referred

to(even in case of the revised edition), and how differently it is

represented in the edit of revision(despite the main original text

referring to the same) must be analyzed to derive Chopin's intentions

from performance as much as possible. In the course of this analysis,

we can infer more accurately the composer's interpretation and the

editor's and thereby the performer is able to exert at a higher level

his interpretation setting up his own direction of performance.

The second step, works analyses is to approach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 format and structure of the work. When it comes to

formal aspect of work, we can derive formal similarities from the

works composed in the same format. But defectively it must be

analyzed within the framework fixed already and especially like

Ballade of Chopin Op.23, analyzing formally free works, it has

limitations. The structure of work is affected by format in the

significant portion but the characters with musical elements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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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 concentratively analyzed, so when a player performs, he or

she can see the flow of the entire piece. It is very important.

Through this step, we can interpret the work itself descriptively or

can critically interpret it.

The third stage of 'performance analysis'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nly by sound, using computer software program, not

involved in subjective ideas like the information of scores or works

basically. By analyzing the performance, both performance of a player

and those of other players played the same work can be analyzed

comparatively. It can provide objective data on performance to other

players to play the same work, and when critics provide performance

criticism to persons who had never heard the performance, he can

provide a convincing information. As Ballade of Chopin Op.23 are

works composed in the romantic era, a dynamic and tempo analysis

are proposed in the designated section. To differentiate traditional

recorded performance analysis from what is newly attempted, by

analyzing the entire song tempo not some parts of the tune, we can

seize at a glance performance style or the overall flow. In addition,

through the analysis of each part, we can see how players display

dramatic representation in the work, and how they exhibit tempo

rubato, and this is a new attempt methodologically that analyzes

tempo. It could be compared whether dynamic and tempo symbols

marked on scores actually play like that. This would be the basic

data that develop another part of the work or new research

directions, so it is worth saving as a database. Increasing the number

of performers of analysis target, the 'average' performance style in

certain parts of work can be extracted, and developed to the studies

to look for empirical examples of ideal performance.

The model presented by the author,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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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cal interpretation of individual works, has the frame of

analytic interpretation theories to approach the performance of works

but it is significant in that, in terms of methodology of performance

analysis, it is newly presented in the author's perspective. The

subject of performance is not limited to performers even if it is for

ideal performance, and in this interpretation theories, composers,

critics/researchers, musicians/directors/producers, and all listeners may

be the subjects of interpretation. Thus, in that performance is not

only the problem of sound itself depended on technique, and needs

musicological background information, analytic interpretation theories

has the meaning. And interpretation theories don't have only one

correct interpretation, so diversity of interpretation should be

respected. In relation to this study, not only study of interpretation

theories based on analysis, but also the study of interpretation

theories based on aesthetics, psychology, sociology and other

categories of musicology, I expect, should expand its scope.

Key Words : Analysis and Performance,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Theory, Chopin Ballade O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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