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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L. v. Beethoven Sonata No. 21 in C Major, Op. 53

R. Schumann Carnaval, Op. 9

C. Debussy Images Book Ⅰ 의 연주 및 연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과 피아노전공

양 지 영

본 논문은 본인의 석사과정 졸업연주 프로그램인 L. v. Beethoven

Sonata No .21 in C Major, Op. 53 , R. Schumann Carnaval, Op. 9,

C. Debussy Images Book Ⅰ 에 대해 연구로서 위 세 작품의 배경과 특

징을 알아보고,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연주하고자

하였다.

L. v. Beethoven (1770-1827)의 Sonata No. 21 in C Major, Op. 53 은

1803-1804년에 작곡되었다. <열정>과 더불어 대표적인 중기 소나타 작

품으로 이 작품은 발트슈타인 백작에게 헌정되었다. 베토벤 중기 소나타



의 일반적인 특징과 함께 발트슈타인 소나타만의 개성적인 형식과 화성

을 분석해보고, 베토벤의 음악적 어법이 피아노 소나타라는 장르를 통해

어떻게 발전해나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R. Schumann(1810-1856)의 Carnaval, Op. 9는 슈만의 대표적인 성격

소품으로, 슈만의 독창적이며 자유로운 음악세계를 엿볼 수 있는 이 작

품이다. Chiarina, Estrella, Paganini와 같은 슈만 주변의 실존인물 뿐만

아니라 슈만의 또 다른 자아인 Florestan, Eusebius도 등장하며, 마지막

Marche des Davidsbundler contre les philistins(다비드 동맹원의 행진)

으로 슈만과 등장 인물들이 그들의 이상을 향해 단체로 행진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작품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슈만이 큰 규모로 발전

시킨 장르인 성격소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C. Debussy(1862-1918)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인상주의와 상

징주의 미학의 목표는 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에 의해서 처음으

로 음악에 도입되었다. Images Book Ⅰ은 드뷔시의 음악이 원숙해지기

시작한 1905년에 작곡되었고, 상징적인 제목과 조성의 모호성으로 인한

색채적인 효과와 음색이 특징적이다. ‘물의 반영’(Reflets dans l’eau), ‘라

모를 찬양하며’(Hommage a Rameau), ‘움직임’(Mouvement)의 3곡으로

이루어져있다. 드뷔시의 음악은 20세기 이후 많은 작곡가들에게 큰 영

향을 주었고, 그만의 새로운 음색을 발견해내었다.

주요어 :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슈만, 성격 소품, 드뷔시, 영상

학 번 : 2010 - 2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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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논문에서는 본인의 석사과정 졸업연주 프로그램인 L. v. Beethoven

Sonata No. 21 in C Major, Op. 53, R. Schumann Carnaval Op. 9 그리

고 C. Debussy Images Book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작품 분석에 앞서, 작품이 작곡된 이유와 작품을 작곡할 당

시 작곡가의 생활에 대해 조사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

작품의 분석은 전체적인 구조와 화성진행, 음악적 어법 등을 토대로 하

여 그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을 살펴볼 것이다.

베토벤의 발트슈타인 소나타는 32곡의 피아노 소나타 중에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 중의 하나로, 베토벤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베토

벤 초기 소나타들의 일반적인 특징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찾아보고 분석

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

슈만의 카니발은 표제적 작품의 캐릭터가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슈만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탐구할 것이다. 카니발

의 분석을 통해서 카니발 이외의 슈만이 작곡한 많은 성격적 피아노 작

품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깊이 이해하여 연주하고자 한

다.

드뷔시의 영상 1권은 낭만시대 작품들과는 다른 음색과 화성을 드러내

는 작품으로 이 곡을 분석, 이해함으로써 드뷔시 음악만의 특징적인 음

색으로 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전적 화성법에 기초한 화성 분석

보다는 전체적인 음악 구조와 음색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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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L. v. Beethoven Piano Sonata No. 21 in C Major, Op. 53

1) 작품 배경

베토벤(1770-1827년)은 하이든 ·모차르트와 함께 빈고전파를 대표하는

독일의 작곡가로 고전주의를 완성하고 낭만주의의 문을 열었다. 베토벤

은 고전적인 형식과 화성을 토대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그만의 개성을

구축하였고, 32개의 피아노 소나타는 초기부터 후기까지의 음악적 변화

와 개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피아노 소나타 21번은 중기(1802-1816년)1) 소나타에 해당하는 1803년

과 1804년 사이에 작곡되었으며, 그를 후원했던 Waldstein백작에게 헌정

되면서 「Waldstein Sonata」라고 불리게 되었다. 베토벤은 1801년과

1802년 무렵 소나타 형식 내에서 새롭고 개척되지 않은 가능성을 발견했

으며, 그것은 간결한 주제를 축소 또는 확대하거나 변주하여 극적인 발

전을 이루고, 환상적이거나 즉흥적인 음악적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1802년 후반에 하일리겐슈타트의 위기2)가 끝나고 창조적 평온기가 시작

되었는데, 그 뒤 8년은 베토벤의 창조력이 최고조에 도달했으며, 이 기간

에 베토벤은 교향곡 여섯 곡, 현악사중주 다섯 곡, 피아노 소나타 여섯

1) Wilhelm von Lenz는 그의 저서 「Beethoven and His three Styles」에서 베토벤 소나타를 3

개의 시기로 분류함.

2) 1801년, 베토벤이 의사로부터 청각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요양을 위해 간 빈 교외의

하일리겐슈타트라는 곳에서 유서를 작성한 사건. 두 명의 동생 앞으로 쓴 장문의 유서에서 죽

음을 맞이하는 자신의 절망적인 심경을 솔직히 피력했다. 그는 자살을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유서에서 죽음에 대비하고 있음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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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장 형식 조성 박자 빠르기

1악장
소나타

형식
C Major 4/4 Allegro con brio

2악장

3부 형식 F Major 6/8 Introduzione -
Adagio molto

론도 형식 C Major 2/4 Rondo - Allegretto
Moderato

곡 등 수많은 작품을 작곡하게 된다.3)

원래 이 소나타의 2악장에는 론도 형식의 Andante를 넣으려했으나 곡

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지금의 짧은

Introduzione로 대체하였다. 베토벤이 원래 2악장에 넣으려고 했던 론도

형식 Andante악장은 이후 1805년에「Andante favori」WoO.57」 이라는

독립적인 작품으로 출판되었다.

<표 1> 피아노 소나타 No.21 in C Major, Op.53의 구성

3) 메이너드 솔로몬, 루트비히 판 베토벤 p.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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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 구 성 조 성 마 디

제시부

(Exposition)

제 1주제

C

1-13

제 1주제의

확보
14-22

경과구 e 23-34

제 2주제

E

35-42

제 2주제의

확보
43-49

경과구 E 50-73

Codetta E-C 74-89

발전부

(Development)

A F-g-c-f-A♭ 90-111

B C-F-B♭-e♭-b-G-C 112-141

C C 142-155

재현부

(Recapitulation)

제 1주제

C

156-173

제 1주제의

확보
174-183

경과구 a 184-195

제 2주제 A 196-203

제 2주제의

확보
a 204-210

경과구 C 211-234

Codetta f-F-f 235-248

Coda A♭-a-C 249-302

2) 작품의 구성과 특징

(1) 제 1악장 : Allegro con brio, C Major, 4/4

<표 2> 제 1악장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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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부 (mm. 1-9)

1악장은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와 코다의 전형적인 고전 소나타 형식

의 구조로 되어있으며, 강한 개성을 가진 주요 주제들이 대조에 의해 전

체를 구성하고 있다. C Major 의 Ⅰ도 화음으로 시작하는 1-13마디까지

의 1주제는 아주 독창적인 형태의 주제이고, 처음 네 마디(mm.1-4)에서

나타나는 C Major 화음의 타악기적인 연속은 긴장감을 유발시킨다.

이 네 마디는 화음의 연속인 모티브 a, 점음표로 이루어진 모티브 b,

높은음역에서 꾸밈음이 덧붙여져 하행하는 모티브 c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세 개의 모티브는 1악장 전체에 걸쳐 유기적으로 분해, 결합되어 나타

난다. 1주제의 처음 네 마디 프레이즈는 Ⅰ-Ⅴ7의 진행을 보이는데 이것

은 2주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경과구(mm.50-73)와 Codetta(mm.74

-89)의 시작 또한 같은 화성진행으로 통일성을 갖는다.

또한 예상치 못한 온음 아래의 B♭(mm.5-8)으로 진행되어 신선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온음 아래에서 제 1주제를 동형진행으로 반복하는

것은 소나타 Op.31 No.1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4) 1주제의 베이스는

C-B-B♭-A-A♭-G의 반음계 진행을 보이며, 9-10마디의 G음과 A♭음

의 울림은 1주제의 긴장을 최고조에 다다르게 하고, 1주제의 맺음은 c

minor 화성을 잠깐 비추고는 C Major Ⅰ로 해결된다. (악보 1) 이것은

Major와 minor가 혼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베토벤의 중·후기 소나타에

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특성 중 하나이다.

1700-1800년대의 대부분의 음악에서 조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적어도

토닉에서 암시적으로 또는 경과적으로 종지함으로써 토닉과 도미넌트의

적절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발트슈타인 소나타 1악장의 1주제는

4) Charels Rosen, 「Beethoven's Piano Sonatas」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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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의 모호함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지를 연기하여 C Major를

확립하기 위해 13마디나 걸린다.5)

14-22마디에서 제 1주제의 변형이 나타나는데, 앞서 C음에서 B♭음으

로 장2도 하행하여 동형진행을 보였던 것과는 반대로 이 부분에서는 C

음에서 D음으로 장2도 상행하여 반복된다. 23-34마디는 제 2주제로 연

결하는 경과구로 B음 베이스를 페달포인트로 하여 e minor의 도미넌트

와 토닉이 반복된다.

<악보 1> 제 1주제 (mm. 1-13)

5) Charels Rosen, 「The Classical Style」 p.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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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마디부터 시작되는 제 2주제는 고전적인 소나타 형식에서의 제 1주

제와 제 2주제와 같은 조성관계, 즉 2주제가 1주제 조성의 5도 위의 조

성으로 제시되는 것과는 달리 장 3도 위의 조성인 E Major로 나타난다.

베토벤은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중기 이후 소나타에서 많이 사용하였다.

타악기적인 성격을 보였던 제 1주제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제 2주제는 서

정적인 코랄과 같은 형태로 등장한다.

2주제에서 보이는 5도 하행은 1주제의 모티브 c의 5도 하행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 2) 또한 1주제의 상행하는 처음 세 마디에 대

한 네 번째 마디의 5도 하행과 같이 이것은 31-34마디까지의 상행하는

패시지에 대한 응답이다. 이러한 밀접한 연관성은 1악장 전체에 통일성

을 부여한다.

<악보 2> 제 2주제 (mm. 35-41)

(1) 제 2주제

(2) 제 1주제(mm. 4)의 5도 하행 모티브 : 제 2주제에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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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ce e molto ligato'로 지시되어 있는 서정적인 제 2주제는 이어서

셋잇단 음표의 선율로 반복되고, 이 셋잇단 음표 음형은 제 2주제 뒤에

나오는 경과구(mm.50-73)의 모티브가 되어 확대된다. (악보 3) f의 다이

나믹으로 풍부한 음향이 요구되는 경과구는 당김음 리듬으로 B음을 강

조면서 점점 음역이 넓어진다. 경과구는 2주제의 조성인 E Major위에서

왼손의 3화음을 맥박이 뛰는 듯한 격정적인 리듬으로 표현하면서 긴장

을 쌓아올린다. 이후 긴 트릴의 도미넌트와 토닉을 거쳐 E Major로 되

돌아 온다.

<악보 3> mm. 43-49

발전부 (mm. 90-155)

C Major로 시작했던 제시부의 5도 아래인 F Major로 시작되는 발전

부는 제시부 각 부분의 모티브들이 변형, 반복, 전개된다.(악보 4) 베토벤

은 발전부에서 두가지 단순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첫째는 주제의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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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브를 사용하는 것이다. 첫16분 음표로 이루어진 짧은 모티브 전개는

제시부의 제 1주제의 모티브(mm.3-4)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낮은 음역

과 높은 음역을 넘나들면서 cresc.로 발전되다가 subito pp로 극적인 대

비를 이룬다.

<악보 4> mm .88-99

두 번째 방법은 아르페지오의 동형진행이다. 3-4마디의 모티브 발전에

집중된 전개 이후에 112마디부터 등장하는 셋잇단음표 음형 역시 제시부

에서 이미 나왔던 음형으로 발전부에서는 더 잦은 조성 변화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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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동형진행의 형태는 베토벤의 다른 중기 소나타에서도 많이 사용

된 기법이며, 그 당시 콘체르토의 발전부에서 관례적으로 요구되었던 동

형진행의 아르페지오와 매우 흡사하다. 그 이전 1760년대의 작곡가들은

거의 대부분 피아니스트에게 즉흥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연주할 것을

지시하였다.

길고 긴 동형진행은 G Major로 도달하고 이것은 원래의 조성 C

Major와 5도 관계에 있다. C Major로 돌아가기 위해 14마디에 걸쳐서

도미넌트 예비화음이 길게 지속되고, 왼손이 도치된 형태가 오른손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1주제의 모티브 B의 리듬이 사용된다. (악보 5)

<악보 5> mm. 142-147

1주제의 모티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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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네 음(C, B, A, G)과 C-C#-D음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오

른손과 왼손의 반대되는 움직임으로 sf와 함께 상·하행하는 패시지가 나

타난다. 이 패시지는 재현부 도입으로 연결되어 한마디에 걸쳐 ff에서

pp의 다이나믹으로 급격한 다이나믹 변화와 함께 재현부가 나타난다.

재현부 (mm.156-248)

제시부의 시작과 똑같은 형태로 재현부가 시작된다. D♭조성으로 변화

된 재현부는 제시부 각각의 모티브를 반복한다. 제 2주제의 재현은 옥타

브로 확장되어서 제시부보다 더 풍부하게 재현된다. (악보 6) 대조적인

p와 f로 다이나믹의 변화가 극적으로 나타나고, 259마디부터의 전개는

왼손이 제시부 제 1주제의 16분 음표 음형을 반복한다.

<악보 6> mm. 19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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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조성 마디

A F-e-F 1-9

B F 10-16

A' F-e-a-C 17-28

코다에서는 1주제가 또다시 재현되는 듯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예상치

못한 D♭ Major로 재현되고 왼손의 화음 변화주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극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269마디부터는 베토벤이 주제의 모티브를 변형, 전개하는 것이 집약적

으로 나타나는 부분으로, 오른손과 왼손에서 모티브 a, b, c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동형진행으로 상행한다. 도미넌트의 화음으로 정점에 오르고

마치 카덴차와 같이 들리는 부분을 거쳐 제 2주제가 C Major로 반복되

면서 안정감을 찾게 된다. ritardando로 쉬어가는 듯하다 갑작스럽게 제

1주제의 연속화음 음형으로 시작하여 16분음표들이 반진행하면서 ff의 C

Major화음으로 힘차게 끝맺는다.

(2) 제 2악장

a. Introduzino-Adagio molto, F Major, 6/8

<표 3> 2악장 도입부 구조

베토벤이 본래 계획했던 대규모 Andante악장 대신 삽입된 Introduzio

의 도입부도 1악장과 마찬가지로 베이스 선율에서 반음계적 하행이 나타

난다. 토닉에서 시작하여 도미넌트까지 반음계적으로 하행하는 형태는

1650년에서 1825년 사이에 작곡된 서양음악의 기악곡에서 쓰인 반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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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베이스에서 많이 나타난다.6) 도입부의 견고한 베이스 선율을 애절하

게 읇조리는 듯한 오른손 멜로디와 대비를 이룬다. (mm.1-9) (악보 7)

<악보 7> mm. 1-10

10마디부터 대위법적인 모방의 형태로 도입부의 멜로디가 변형되어 나

타난다. 포르타토를 사용하여 좀 더 깊은 감정이 표현되고, 14-15마디에

서 약박에 나타나는 sf는 템포에 약간의 자유를 부여한다. 17마디부터

도입부 음형이 재현되고, 점점 발전하여 가장 높은 F음에 도달하면서 클

라이막스를 이룬다. (악보 8) 베이스에서 강조된 A♭음은 A♭-G로 해결

되면서 자연스럽게 론도로 연결된다.

6) Charels Rosen, 「Beethoven's Piano Sonatas」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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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구성 조성 마디

A 주제부 C 1-62

B 경과구 C-a 62-113

A' 주제부 재현 C 114-175

B' 경과구 c 175-220

C 발전부 D♭-C…c-G 221-312

A'' 주제부 재현 C 313-344

B'' 경과구 C-G 344-402

Coda 종결부 C 403-543

<악보 8> mm. 18-24

b. Rondo - Allegretto Moderato, C Major, 2/4

<표 4> 2악장 론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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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도 형식의 Allegretto moderato는 pp의 부드러운 선율로 시작한다.

이 론도의 첫음인 베이스 C음은 베이스인 동시에 멜로디의 구성요소가

된다. (악보 9) 멜로디는 4마디로 이루어진 첫 번째 프레이즈를 그대로

한번 더 반복하고, 8-12마디는 도미넌트로 반복, 13마디부터의 마지막

프레이즈는 minor로 변화하여 반복한다.

<악보 9> mm. 1-12

처음 시작의 낮은 베이스와 함께 8마디동안이나 길게 지속되는 페달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는데, 첫째로 웅웅거리는 듯한 효과를 내며 목가적

인 분위기의 베이스를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C음의 베이스는 멜

로디의 일부로, 베이스를 울림으로 인해 멜로디가 하나의 선율로 통일감

있게 들리도록 하는 것이다.7) 오른손의 아르페지오는 멜로디에 대한 반

주음형으로 나타나다가 23마디부터 8마디에 걸쳐 혼자 전개된다. 구름이

걷히는 것 같은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소프라노가 멜로디를 이어받도록

7) Charles Rosen, Beethoven's Piano Sonatas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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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1마디부터는 1-22마디의 멜로디가 소프라노에서 옥타브로 연주된

다.

긴 트릴과 함께 토닉을 강조하면서 론도의 주제부가 끝나고 62마디부

터 경과구가 시작된다. (악보 10) 약박에 등장하는 옥타브 베이스와 셋

잇단음표 음형은 강하고 단호한 느낌이 들고, C Major에서 a minor로

전개되며 상행과 하행을 반복하면서 다이나믹 또한 f에서 ff까지 발전한

다. 이 경과구에서 조금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경과구가 앞서 제시된 주제부 즉, 토닉에서 멀어지려는 성향을 가진 반

면에 이 론도의 경과구는 여전히 토닉에 머물러있다는 점이다. 70마디부

터 a minor의 조성으로 변화하지만 이것 또한 토닉인 C Major와 나란

한조로 가까운 조성일 뿐이다.

<악보 10> mm.62-65

114마디부터 175마디까지는 주제부가 재현된다. 176마디부터 c minor

조성의 두 번째 경과구가 나타나는데, 옥타브와 셋잇단음표 음형이 동형

진행하며 전개된다. 이 때 옥타브 음정에서 6도가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Introduzione의 멜로디에서 사용된 6도와 유사하다. 양손이 서로를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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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습이 보이고 오케스트라의 팀파니 같은 음향으로 토닉과 도미넌

트를 반복적으로 울리며 끝난다.

주제부를 발전시키는 발전부가 221마디에서 시작된다. A♭ Major의

꽉 찬 화음은 두 마디 동안 ff에서 p로 극적인 다이나믹 변화가 나타난

다. 239마디의 당김음은 반음계적 전조를 하면서 헤매다가 251마디에 이

르러서야 C Major에 도달한다. 하지만 다다른 것도 잠시, 두 마디 단위

로 더욱 잦은 전조가 전개된다. (악보 11) sempre pp라는 지시어가 여섯

마디마다 세 번, 그 이후에는 심지어 두 마디 단위로 pp가 명시되어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통해 베토벤이 이 부분에 특별히 어떠한 음

향을 원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아주 몽환적이며 신비스러운 분위기

를 자아내고, 극도로 부드럽고 섬세한 음색을 원했다는 것이 분명하다.

<악보 11> mm. 26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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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마디에서 G Major를 잠깐 보여주고는 다시 G를 중심으로 A♭음과

F#음을 번갈아 가며 갈등한다. 이 갈등은 결국 해결되어 295-312마디까

지 긴 Ⅴ를 거쳐서 원래의 주제로 되돌아간다.

313마디부터 재현되는 주제는 pp로 제시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ff

로 재현된다. 축소된 형태로 재현되고 다시 셋잇단음표 음형의 경과구가

나타나는데, 반복적인 셋잇단음표 음형에도 불구하고 멜로디가 드러난다.

sf와 더불어 최고조에 달하고 상행하는 화음으로 넓어진다.

클라이막스에서 ppp까지 하강하여 잠잠해진 뒤 Prestissimo가 갑작스

럽고 드라마틱하게 나타난다. 론도 도입부에서의 베이스 C음과 같이

Prestissimo도 크게 울리는 C음으로 시작한다. 이 Coda는 아주 독창적이

고 피아니스틱하다. 이 Coda에서는 다양한 음향 효과를 시도하고 있는

데, 옥타브 글리산도, 거의 40마디에 이르는 긴 트릴, 이중 트릴 등이 나

타난다. 긴 트릴 위에서 주제선율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하고, 이것은

회상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악보 12)

18세기에 트릴은 일반적으로 윗음에서 시작했지만, 베토벤 자신이 어

떤 방법으로 연주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소나타의 필사

본에서 베토벤은 485마디부터 시작되는 트릴에 대해 적어놓았다.8)

C-c-A♭-f의 조성으로 Major와 minor를 번갈아 가며 나타나고, 도미넌

트를 양손의 트릴로 강조하여 토닉으로 도착한다.

8) Charles Rosen, Beethoven's Piano Sonatas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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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mm. 484-494

515마디부터 끝까지 29마디에 걸쳐서 Ⅰ를 확립하는데 ff로 조성을 강하

게 표현하고 주제선율이 리듬이 축소된 형태로 나타나면서 곡을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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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 Schumann, Carnaval Op. 9

1) 작품 배경

슈만이 라이프치히에 머물던 1834-35년에 걸쳐 작곡된 슈만의 카니발

은 슈만의 대표적인 성격소품이다. 1833년 슈만은 오른손 손가락을 다치

게 되면서 피아니스트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작곡가, 평론가로써 활동하

기 시작했으며, 이 곡이 작곡되기 시작한 1834년은 <음악신보>(Neue

Zeitschrift für Müsik)9)를 창간하여 집필활동을 시작한 해이다.

성격소품(characther piece)은 자유에 대한 이상과 표현이 중요하게 여

겨지던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다. 작곡가들은

성격소품이라는 표제적 장르를 통해서 자신들의 환상과 시적인 상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었다. 베토벤의 작품 피델리오 서곡에서 유래한

'Character piece'라는 용어는 이후, 시적인 표제를 가진 짧은 기악곡을

의미하게 되었다. 슈만은 이 장르를 더욱 독창적으로 발전시켰는데, 낭만

주의 문학과 결합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작품으로까지 발전시켰

다.

폴란드의 바이올리니스트인 Karl Lipinsky (카를 리핀스키, 1790-1861)

에게 헌정된 카니발은 슈만의 대규모 성격소품 중 초기 작품으로, 카톨

릭 사순절 기간에 행해지던 전통적인 가면무도회를 소재로 작곡되었다.

9) 슈만이 스스로 주필을 맡은 <음악 신보>는 이탈리아 음악가를 찬양하던 당시의 부당한 음악

평론에 대한 반발과 바흐.베버.베토벤.슈베르트.쇼팽.멘델스존 등 주로 독일 음악을 옹호할 목

적으로 창간된 것이다. 주된 집필자는 슈만 이외에 F.Wieck, L.Schuncke(피아니스트이며 작곡

가), J.Knorr(신학자이며 피아니스트), 멘델스존 등이었는데, 이들을 '다비트 동맹'이라고 명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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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의 중심 아이디어는 이태리 민속무대극 ‘Commedia del l'arte’ 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각 곡의 표제로 나타난다.10) 슈만

은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Florestan, Eusebius, 가상인물들의 동맹인

Davidsbündler, 그리고 당시의 실존인물들인 Chopin, Paganini, Chiarina

등도 등장한다.

또한 첫사랑인 에르네스틴의 고향 Asch라는 지명에서 가져온 알파벳

A, S, C, H는 각각 A, Eb, C, B의 음표를 지칭하고, 이 4개의 음들을 각

기 조합을 달리 하여 스핑크스라는 3개의 음형을 만들었다. 스핑크스의

3가지 음형은 각 악장의 시작에 많이 쓰이면서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

여하는 중요한 아이디어로 사용된다. 이러한 문자의 사용은 슈만의 다른

작품인 Abegg Variation, Op. 1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변주곡에서 사용

된 음형은 슈만이 알고 지내던 한 가문의 이름인 Abegg에서 따온 것으

로, A-Bb-E-G-G의 음형을 변주곡의 주제로 사용하였다. 카니발의 각

악장의 형식은 A-B의 2부 형식 또는 A-B-A 3부 형식이 대부분이다.

10) 홍정수·김미옥·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2 p.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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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빠르기 박자 조성

Préambule

Quasi maestoso-Più

moto-Animato-Vivo-

Presto

3/4 A♭

Pierrot Moderato 2/4 E♭

Arlequin Vivo 3/4 B♭

Valse noble Un poco maestoso 3/4 B♭

Eusebius Adagio-Più lento 2/4 E♭

Florestan Passionato 3/4 g

Coquette Vivo 3/4 B♭

Réplique L'istesso tempo 3/4 g

Papillons Prestissimo 2/4 B♭

A.S.C.H.-S.C.H.A Presto 3/4 E♭

Chiarina Passionato 3/4 c

Chopin Agitato 4/6 A♭

Estrella Con affetto 3/4 f

Reconnaissance Animato 2/4 A♭

Pantalon et Colombine
Presto-Meno presto

-TempoⅠ
2/4 f

Valse allemande Molto vivace 3/4 A♭

Paganini
Presto-TempoⅠ ma

più vivo
2/4-3/4 f-A♭

Aveu Passionato 2/4 f

Promenade Commodo 3/4 D♭

Pause Vivo 3/4 A♭

Marche des "Davidsbü

-ndler" contre les

Philistins

Non Allegro-Molto più

vivo-Animato-Vivo-

Animato molto-Vivo-

Più stretto

3/4 A♭

2) 작품의 구성과 특징

Carnaval Op. 9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5> Carnaval Op. 9 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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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éambule

가면무도회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인 Préambule는 ff의 심포닉하고

웅장한 화음으로 시작한다. 1-24마디까지는 등장인물들을 소개하는 듯한

모습을 묘사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붓점 리듬이 특징적이며 양손이 반진

행하여 음역이 확대된다. 감7화음(mm. 8-11)을 사용하여 음색의 변화가

나타나고, 다시 처음의 힘차고 밝은 화성으로 되돌아와서(mm. 14-) 화

려하게 종지를 맺는다. (악보 13)

<악보 13> mm.1-12

두 번째 부분(mm. 24-70)은 더욱 화려해지고 26마디의 모티브가 각

성부에서 모방하여 나타난다. 이 모티브에 sf와 악센트 그리고 꾸밈음이

더해져서 독특한 리듬감을 형성한다.(악보 14) Ⅰ와 Ⅴ를 반복하다가 37

마디에서는 페달포인트 B♭음에 감7화음이 합쳐져서 불협화음이 지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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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것은 39마디에서 Ⅴ로 해결된다. 슈만은 많은 작품에서 비화성음을

지속음으로 사용하여 독특한 음향 효과를 추구하였다.

<악보 14> mm. 24-30

소란스럽고 떠들썩한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47마디에서 무도회의 한 장

면이 시작된다. 4마디 프레이즈로 동형진행하고, 3박의 춤곡이 갑자기 2

박으로(mm. 55-66) 변화한다. 이 때 베이스는 반음계로 진행하는데 슈

만은 반음계 진행을 즐겨 쓰곤 했다.

Préambule에서는 몇 번의 템포 변화가 있는데, 71마디부터의 Animato

는 템포와 리듬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더욱 생동감을 불어 넣는다.(악보

15) 이 부분 또한 앞의 55마디부터의 프레이즈와 마찬가지로 반음계로

상행하며 고조되고, Vivo로 이어진다.

<악보 15> mm. 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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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마디에서는 슈만 특유의 개성있는 리듬 수법이 잘 드러나는데, 오

른손은 3박 리듬과 왼손은 2박 리듬이 결합된 헤미올라 리듬으로 sf와

악센트에 의해 더욱 강조된다.

Préambule가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면서 Presto부분이 시작된다.(악보

16) 좀 전의 헤미올라와는 반대의 형태로 오른손 2박 리듬과 왼손 3박

리듬이 결합된 헤미올라 리듬이 나타난다.(mm. 114-135)

<악보 16> mm. 114-139

Ⅰ와 Ⅴ가 번갈아 사용되면서 ff의 긴 프레이즈로 마치 한 곡의 소품

이 끝나듯 아주 화려하게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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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ierrot

이 곡은 사육제의 광대 즉, 피에로를 묘사한 곡이다. 이 곡의 가장 큰

특징은 대조인데 p와 f의 다이나믹 , 포르타토와 레가토의 텍스처를 대

조시킴으로써 피에로의 변덕스러움을 잘 표현한다.(악보 17) 언제든지

사람들을 즐겁게 해야 하는 피에로의 우스꽝스러운 얼굴과 그 뒤에 감춰

진 피에로의 외로움과 슬픔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악보 17>

또한 E♭음이 페달포인트로 지속되고, 왼손 내성과 오른손에서는 이

작품중에 삽입된 스핑크스 No. 3 음형 A-E♭-C-B가 나타난다. pp와 f

로 대조를 극대화하고(mm. 9-24)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온다.

35마디부터 크레센도하여 ff까지 발전하고 프레이즈가 짧아지면서 클

라이막스를 이루고, 변덕스럽게 갑작스러운 p가 되면서 끝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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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rlequin

교활하면서도 소박한 역할의 광대인 아를르캥은 밝고 익살스러운 모습

이다. 두 번째 박에 오는 sf와 상행하는 스타카토로 경쾌하게 느껴진다.

2마디 모티브로 8마디의 프레이즈를 이루고, 프레이즈의 마지막 두마디

는 갑자기 ff로 익살스러움을 더한다. 첫마디의 모티브 또한 스핑크스 음

형(A-E♭-C-B)이 사용된 것이다. (악보 18)

<악보 18> mm. 1-21

16마디부터는 상행하는 음형이 반음계로 상행하는 화음으로 발전한다.

마치 질문과 대답, 두 명의 광대가 호흡을 맞추는 듯한 상행선율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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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하행선율이 나타난다. 이 곡은 A-B-A 구성으로 29마디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끝난다.

(4) Valse noble

우아한 왈츠라는 의미의 Valse noble은 스핑크스 음형의 C와 B의 순

서가 바뀐 형태가 멜로디로 사용되었다. 두 번째 마디부터 선율은 반음

계로 상행하는 선율이며 베이스는 하행한다.(악보 19)

8마디 프레이즈가 끝나고, 아주 다른 부분이 이어진다. 2마디의 모티브

가 반복되면서 상행하고, 가장 높은 음역에서 molto teneramente를 지시

하여 애절함을 표현한다.

<악보 19> mm.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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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만 음악 특징 중 한가지는 이명동음 전조로 슈만은 이를 사용하여

자유로운 전조를 통해 다양한 색채를 만들어 내었다. 25마디에서 G♭

=F#음의 이명동음 전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A부분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악보 20)

<악보 20> mm. 23-26

(5) Eusebius

오이제비우스는 슈만 내면의 몽상가적인 면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슈

만은 그의 가상인물인 플로레스탄과 오이제비우스 등의 필명으로 많은

논문과 평론을 발표하였다.

Adagio의 느린 템포 안에서 오른손의 움직임은 대단히 명상적이다. 8

마디의 sotto voce 프레이즈 후에 약간 더 움직임이 생긴다.(mm. 8-12)

오이제비우스에서도 스핑크스 No.3의 음형이 나타난다. (악보 21) 이 곡

은 8마디를 단위로 점차 발전되어 가는 형태로, sotto voce에서 시작하

여 f까지 전개되고 단선율에서 옥타브 음형으로 발전된다. (악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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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mm. 1-11

<악보 22> mm.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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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lorestan

가상인물들의 동맹인 다비드 동맹의 지도적 인물인 플로레스탄은 소극

적이고 내면적인 오이제비우스와는 반대로 적극적이고 외향적이다.

Passionato와 한마디 내에서의 크레센도는 플로레스탄의 에너지를 표현

한다.

슈만은 자신의 또 다른 성격작품인 <Papillons No.2>의 주제를 삽입

하여 대조시킴으로써 플로레스탄의 성격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악보 23)

<악보 23> mm. 19-24

점점 감정이 격해지고, 49마디에서는 처음 나왔던 모티브가 분리되어

더 긴박한 느낌이 든다. 53마디에서는 박자표의 표기는 변화 없이 3/4에

서 2/4로 바뀌는데, 슈만의 음악적 자유로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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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quette

애교있고 환심을 사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여자를 뜻하는 코케트를 묘

사한 곡이다. 플로레스탄에서 attaca로 이어지는 코케트는 슬러로 연결된

붓점이 주된 음형으로 나타난다.(악보 24) 세 마디의 짧은 서주로 시작

한 후, p의 서주 음형과 ff의 옥타브가 대조적으로 나온다.

<악보 24> mm. 1-5

두 번째 부분(mm. 36-)은 minor로 바뀌고, 39마디에서는 3박과 2박이

합쳐진 헤미올라 리듬을 볼 수 있다. 이 곡 또한 3부 형식으로 다시 첫

부분을 재현하고 서주인 3마디를 마지막에서 다시 반복하며 끝난다.

(8) Réplique

코케트와 쌍을 이루는 곡으로, 응답이라는 의미이다. 마치 코케트에 대

한 플로레스탄의 응답과 같이 느껴진다. 코케트의 서주부 왼손에서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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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멜로디가 오른손 성부에서 재현되고, 그것을 또다시 왼손 성부가 받

다 코케트와 관련되어진다.(악보 25) 코케트의 B♭ Major 조성에 대한

응답으로 g minor의 조성이다.

<악보 25> mm. 1-11

(9) Sphinxes

A.S.C.H로 만들 수 있는 3가지의 음형으로, 이것은 Carnaval Op. 9 곡

전체의 음악적 소재로 쓰인다. 슈만의 부인인 클라라가 카니발을 연주했

을 때 스핑크스를 연주하지 않은 이래로 이 곡은 거의 연주되지 않고 있

다.(악보 26)

<악보 26> Sphin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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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apillons

빠른 템포의 16분음표로 나비의 날갯짓을 묘사하는 곡이다. 첫 네 음

은 스핑크스의 음이 사용되었고, 11마디의 왼손 성부에서도 나타난다. 꾸

밈음이 덧붙여진 첫 번째 화음의 강한 울림 위로 화려한 나비의 모습이

그려지고, 점점 날갯짓이 커지는 듯 크레센도하여 A부분을 마친다. (악

보 27) B부분(mm. 17-32)은 반음계 선율이 특징적이다. B부분을 마치고

da capo로 A부분이 반복되는 3부 형식이다.

<악보 27> mm.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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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S.C.H.-S.C.H.A. (Lettres dansantes)

첫사랑인 에르네스틴의 고향 Asch라는 지명에서 가져온 알파벳 A, S,

C, H(각각 A, Eb, C, B음)가 춤추는 모습을 묘사한 곡이다. 스핑크스

No.2의 음형이 사용되었고, 스타카토와 꾸밈음으로 가볍게 연주한다.(악

보 28)

3/4의 춤곡 리듬으로 1-8마디까지는 베이스가 B♭음이 지속된다. 9마

디부터는 스타카토와 레가토가 대조적으로 나오고, 약박에서의 sf는 당

김음과 같이 들린다.

<악보 28> mm. 1-12

감7화음을 사용하였고(mm. 19, 25-26) 점점 느려지다가 da capo로 반

복하여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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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hiarina

슈만의 부인인 Clara의 애칭인 Chiarina로 클라라에 대한 애정을 나타

낸 곡이다. 이 무렵은 소녀 클라라에 대한 기분이지 연인의 그것은 아니

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고 객관적으로 그려져 있다.11) c minor의 조

성으로 상행하는 멜로디는 음악을 고조시키고, 8마디에 이르러서는 멜로

디가 옥타브로 발전하여 한층 더 정열적인 감정이 느껴진다. 또한 계류

음을 사용하여 음이 지속되는데 3도, 5도, 7도, 9도로 점점 음정이 벌어

진다. (악보 29)

<악보 29> mm. 1-11

17마디부터의 B부분은 더 넓은 도약이 나타나지만 곡 전체가 같은 리

듬이 사용된다.

11) 음악세계편집부, 슈만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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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hopin

쇼팽은 동시대 작곡가이며 이 곡은 쇼팽에 대한 슈만의 ‘헌사’를 암시

한 것이다. 실제로 슈만은 <음악신보>(Neue Zeitschrift für Müsik)에서

쇼팽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12) 그는 쇼팽의 음악에서 고양된 시적 정신

을 발견한다.

“어떻게 쇼팽은 자신의 예언을 실현 시켰는가, 어떻게 고루한 자들과

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가, 얼마나 아직도 더욱 노력하고 있

는가, 그리하여 더욱 단순해지고 더욱 예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쇼

팽을 이미 여러 단계들을 지나왔다. 어려운 것은 그에게 이미 애들 장난

이 되어버렸다, 이제 그런 것을 버리고 진정한 예술가의 본성으로 단순

한 것을 택하는 것이다.”13)

이 곡에서는 쇼팽의 독특한 스타일을 표현하고 있으며 스핑크스 음형은

사용되지 않았다. 왼손의 아르페지오 반주에 오른손의 서정적인 멜로디

는 쇼팽의 녹턴과 흡사하다. 아르페지오 음형은 상행하여 최고음에 sf로

강조하고 있다.(악보 30)

멜로디는 중심음을 비화성음이 장식하는 형태로, E♭-F-G♭-E♭이

중심음이다. 10마디에서는 장식음이 루바토 효과를 내어 쇼팽의 낭만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2) 홍정수·김미옥·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2, p.233

13) R.Schumann, Gesammelte Schriften über Musik und Musiker, Vol.1,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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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mm. 1-7

(14) Estrella

슈만의 첫사랑이었던 Ernestine의 애칭이 표제이다. 짧았던 여름의 회

상으로 첫사랑의 정열을 격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ff로 강하게 시작하

고, 이 곡도 스핑크르 No.2의 음형이 사용되었는데 처음으로 As의 음이

높은 음역에서부터 내려오는 진행이다. 4마디에서의 스타카토 다음에 오

는 악센트와 왼손 두 번째 박의 강세는 불안정하지만 정열적인 느낌이

들게 한다.(악보 31)

Più presto로 변화하여 왼손 진행을 오른손에서 그대로 모방하면서 상

행하고 이것은 옥타브로 다시 한번 반복된다.(악보 32) TempoⅠ으로 돌

아와 앞의 A부분이 축소되어 강렬하게 끝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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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mm. 1-6

<악보 32> mm. 13-19

(15) Reconnaissance

재회를 뜻하는 곡으로 무도회에서 다시 만난 기쁨의 감정을 묘사하였

다. 멜로디는 레가토로 따뜻한 선율을 노래하고, 내성의 스타카토와 왼손

의 리듬은 기쁘고 들뜬 분위기를 그려낸다. 처음 세 음이 Sphinxes의 음

으로 시작한다.

A-B-A의 3부 형식으로 B부분은 A와 비슷한 선율로 시작하지만 B

Major로 전조된다.(악보 33) 이 부분에서는 소프라노와 베이스가 서로

멜로디를 대화하듯 주고 받는다. 화성의 변화가 많고 그에 따른 다양한

음색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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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 mm. 17-21

(16) Pantalon et Colombine

판탈론과 콜롱빈은 한쌍의 광대로, 판탈롱 16세기 이태리 희극에 등장

하는 늙은 남자 광대이며 콜롬빈 그와 짝을 이루는 여자 광대이다. 대조

적인 A와 B부분은 판탈론과 콜롱빈을 묘사한다. A부분은 스타카토의

16분음표 음형으로 콜롱빈을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을 주고 sf의 강렬한

화음은 판탈론의 남성적인 모습을 표현한다. 3박자까지는 반진행을 하다

가 4번째 박자에서는 같이 하행하는 형태이고, 5마디부터는 베이스와 오

른손의 화음이 sf를 주고받는다. (악보 34)

콜롱빈을 묘사한 B부분은 캐논 형식으로 베이스의 선율을 소프라노에

서 모방하는데 A부분의 스타카토 음형과는 대조적으로 레가토의 선율이

다. Meno presto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훨씬 부드럽고 여성적이며

다이내믹도 p이다. 21마디에서는 다시 판탈론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Codetta는 판탈론의 멜로디에 콜롱빈의 레가토 기법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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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mm. 1-8

(17) Valse allemande

독일풍의 왈츠인 Valse allemande는 1-2마디에 붓점리듬으로

Sphinxes No.2 음형이 나타난다. 앞의 Valse noble에 비해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첫 박에서의 베이스 부재가 우아함을 더한다. Ⅰ와 Ⅴ 중심의

심플한 화성진행에 감 7화음이 더해져 독특한 느낌이 든다. pp로 시작한

우아한 왈츠는 9마디에서 갑자기 f로 옥타브 하행하여 한층 고조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가 ff의 반진행 화음으로 강하게 끝난다. 이 곡은

중간에 Paganini가 삽입된 형태로, 짧은 길이의 왈츠가 앞뒤로 똑같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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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Paganini

쇼팽과 클라라, 에스트렐라에 이어 또 한명의 실존 인물을 묘사하였다.

파가니니는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그의 현란한 기교가 돋보이는

연주는 당시 슈만에게 큰 음악적 충격과 영향을 끼쳤다. 파가니니의 특

징인 화려한 테크닉을 슈만은 Presto의 빠른 템포와 넓은 도약, 대조적

인 다이나믹과 아티쿨레이션, 엇갈려 나오는 강박 등으로 표현하였다.

못갖춘마디로 시작하는 이 곡은 오른손과 왼손이 엇갈려서 나오는데

왼손은 ff, 오른손은 p로 아주 대조적인 다이나믹을 표현한다. (악보 35)

4마디 단위의 프레이즈는 숨 쉴 틈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두 음 단위의

음형이 9마디부터는 네 음 단위로 묶인다. 또한 화성의 변화도 잦아지고

왼손의 내성은 반음계 진행을 한다.

<악보 35> mm.1-4

스타카토에서 레가토로 연주되다가 21마디에서는 처음의 멜로디로 다시

돌아오는데, 앞에서 오른손은 레가토의 텍스처였던 것이 양손 모두 스타

카토가 되면서 더욱 화려해진다. 파가니니의 끝은 저음의 f minor 화음

으로 북이 울리듯 4번의 강한 울림이 있고 A♭Major의 Ⅴ를 사용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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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여 자연스럼게 Valse allemande를 재현한다.

(19) Aveu

고백을 뜻하는 이 곡은 Passionato라는 지시어가 반어법적으로 들린

다. 음악이 주는 느낌은 정열적인 고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줍고, 망설

이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p와 pp에서 벗어나지

않고, 같은 리듬이 반복된다. 고백의 기쁜 느낌보다는 애절함으로 끝난

다.

(20) Promenade

바로 전의 남녀의 수줍은 고백과는 달리 연인의 즐거운 산책을 묘사하

였다. 무도회장을 나와 산책하는 풍경을 그려낸다. 1-4마디의 주제는 두

마디씩 대조적인 표현을 하는데, 앞의 두 마디는 경쾌한 산책길을 표현

하는 듯하고 뒤따라나오는 pp의 작은 울림은 연인이 서로 속삭이는 듯

한 사랑스러움이 있다.(악보 36)

여러 조성으로 동형진행하다가 32마디에서는 오른손의 멜로디를 왼손

이 받아 응답하고, 다시 원조로 되돌아온다. 56마디부터는 왼손 베이스가

반음씩 하행하고 오른손의 리듬이 변형되어 더 밝은 느낌이 든다. 71마

디부터는 Ⅰ의 연장인 Codetta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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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 mm. 1-4

(21) Pause

카니발의 시작인 Préambule의 Vivo를 거의 똑같이 재현한다. 휴식이

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순식간에 몰아치면서 다비드 동맹의 행진을 향해

간다. 헤미올라 리듬과 반음계적 진행이 특징적이고(악보 37), 저음부터

시작하여 동형진행으로 고조된다. 마지막 con forza 네 마디에 걸쳐 Ⅴ7

화음을 ritenuto하면서 장대하게 다음 곡의 시작으로 연결된다.

(22) Marche des "Davidsbündler" contre les Philistins

Pause에서 atacca로 이어진 화려한 피날레이다. 다비드 동맹은 세속적

인 속물 근성을 지닌 보수적 음악인 집단인 필리스틴을 혼란시키고 그에

대항하기 위해 슈만이 만들어낸 가상의 단체이다. 이 단체의 회원으로는

이미 죽은 모차르트와 베토벤, 당대의 음악가였던 베를리오즈, 쇼팽과 슈

만의 친한 친구였던 클라라 비크, 그리고 슈만 자신을 대변하는 가상의

인물인 플로레스탄과 오이제비우스 등이 있었다. 다비드 동맹은 슈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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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 mm. 11-21

만든 <음악신보>와 함께 새로움의 추구, 주관성과 독창성, 예술가의 자

유로운 상상력 등 그가 음악을 특징짓는 미적 혁명을 성취하기 위한 노

력의 일환이었다.

이 곡의 시작은 대단히 웅장한 화음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역시

Sphinxes No.2의 음형이며 첫박에 sf를 사용하여 강한 에너지를 더하고

율동감을 준다. 동맹원들이 다같이 기쁨에 차서 행진하는 모습이 묘사된

부분이다.(악보 38)

A부분이 다비드 동맹의 절도 있는 행진을 묘사할 것이라면 25마디부

터 Molto più vivo로 빨라지면서 동맹원들의 환희에 찬 감정을 표현한

다. 4마디의 프레이즈를 3도 위에서 반복하고 붓점 리듬으로 하행한다.

51-58마디 왼손의 선율은 필리스틴의 보수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멜로디

이고, 동맹의 행진은 이것에 대항한다.(악보 39)

83마디부터는 Préambule의 일부가 재현되다가 Vivo로 이어진다. 슈만

은 이 작품에서 Pause와 마지막 피날레에서 Préambule의 음악을 사용함

으로써 균형감과 통일성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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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8> mm. 1-11

<악보 39> mm. 51-58

121마디부터는 C음을 페달포인트로 다시 앞에 나왔던 것이 다시 반복

된다. 전조되어 재현되고, 225마디부터 Coda가 시작된다. Coda는 stretta

로 한층 고조되어 아주 화려하다. 베이스는 A♭음을 계속 강조하면서

Coda 전체가 Ⅰ의 긴 연장이다.(악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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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 mm. 225-242

클라이막스에 이르러서 빠르게 하행하고 268마디부터는 오케스트라의

tutti처럼 Ⅰ화음을 강하게 울리면서 승리를 표현하며 끝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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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Debussy, Images Book Ⅰ

1) 작품 배경

드뷔시의 <영상 Images>은 제 1집과 2집 두 권으로 되어있으며,

1904-5년에는 <영상> 제 1집의 3곡이 작곡되었고, 2년 후인 1907년에

제 2집의 3곡이 작곡되었다. 드뷔시는 1903년 이후 레종 도뇌르 5등 훈

장 수훈자였고, 부유한 은행가 바르다크의 부인인 엠마와 사랑하는 사이

가 되었는데, 이 시기에 <판화 Estempes>, <기쁨의 섬 L'isle joyeuse>,

가곡집 <화려한 잔치 Fêtes galantes> 등을 작곡했지만 무게있는 대작

은 없었다. 그러나 <영상> 제 1집이 작곡된 1905년부터 드뷔시의 작품

은 원숙해지기 시작했고 <전주곡집 Préludes pour pianos>를 작곡한

1910년 무렵부터 소위 말하는 종합의 시기가 시작된다.

드뷔시는 조성적인 화성의 기능에서 음악을 해방시켜 장, 단조보다 자

유롭고 다양한 선법을 사용하고, 음이나 화음의 울림으로 감각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상상을 표현하는 ‘인상주의 기법’을 발견해내었다. 이러한

인상주의적인 수법은 <영상>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1905년 9

월에 드뷔시가 출판업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곡은 슈만의 왼쪽, 쇼팽

의 오른쪽에 자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라고 써서 자신감과 만족감을 표

현하고 있다.14) 제 1집은 1906년 3월 국민음악협회 연주회에서 Ricardo

Vines (리카르도 비녜스, 1875-1943)가 연주하여 호평을 받았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수면의 모습, 빛의 반사, 하늘과 구름의 움직임 등

을 즐겨 표현했는데, 드뷔시는 이러한 인상주의 화가들에게서 많은 영향

14) , 드뷔시,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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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았다. <영상> 이라는 제목에서부터 시각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고, 제 1집의 세 곡은 ‘Reflets dans l'eau (물에 비친 그림자)’,

‘Hommage à Rameau (라모를 찬양하며)’, ‘Mouvement (움직임)'으로 관

련성이 없는 표제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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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 마 디

A 1-15

경과구 16-23

B 24-34

A' 35-42

경과구 43-49

B' 50-70

A'' 71-80

Coda 81-94

2) 작품의 구성과 특징

1) Reflets dans l‘eau (물에 비친 그림자)

Andantino molto, D♭ Major, 4/8

<표6> Reflets dans l‘eau 의 구조

이 곡은 제 1집의 세 곡 중에 가장 나중에 작곡된 것이다. 물에 비치

는 반짝이는 정경과 분위기, 빠른 물결의 움직임을 그려내고 있으며, 일

반적인 론도 형식(A-B-A-C-A)에서 C부분이 생략된 형태의 구조이다.

기본적인 조성은 D♭Major이지만 잦은 전조와 비화성음, 5음 음계의 사

용 등으로 이전의 조성 음악과는 다른 색채를 띈다.

A (mm. 1-15)

D♭Major의 3음이 생략된Ⅰ화음으로 시작한다. 8마디 동안 Ⅰ화음이

페달포인트로 지속되고, 오른손 Ⅳ,ⅲ,ⅱ화음의 움직임은 고요한 수면과

같다. 이러한 화음의 사용은 화성의 기능에서 해방되어 상상되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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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색채를 표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오른손 화음은 상행과 하행의 움

직임을 보이지만 그 색채는 빠른 물결의 움직임은 아니며 반짝이고 잔잔

한 이른 아침의 호수를 상상하게 된다. 중간 성부에서 tenuto로 등장하

는 A♭, F, E♭음은 수면에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을 연상케하고, 이것은

첫 번째 모티브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음의 음정 즉, 단3도와 장2도는

제 1집의 전체에 걸쳐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1-2마디의 진행이 3-4

마디에서도 비슷한 형태를 보이나 좀 더 발전하고, 5-8마디는 앞의 1-4

마디를 그대로 반복한다.(악보 41)

<악보 41> mm. 1-4

9마디부터는 약간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반음계 진행의 옥타브 내성,

그리고 장2도 관계의 화음이 나타나고 수면에 비치는 그림자 같은 화음

의 움직임 위에서 작고 선명한 포르타토가 수면을 일렁이게 하는 물방울

처럼 들린다. 이 포르타토는 역시 장2도 위에서 한번 더 반복된다. 화음

의 움직임은 1-2마디의 모티브에서 사용된 단3도와 장2도를 활용한 것

이다.(악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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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 mm. 7-12

14마디는 깊은 수면의 아래로 빠져드는 듯한 3도 하행을 보이다가 Ⅴ7

으로 반종지하며 경과구로 이어진다.

경과구 (mm. 16-23)

경과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은 소리로 시작된다. pp의 반진행으로

시작하는 경과구는 5음 음계를 사용하였다. 18마디에서 잠깐 등장하는

아르페지오 음형은 20마디부터 베이스가 단3도씩 상행하면서 뻗어나가는

데, 고요한 호수에 일어난 작고 희미한 파장이 점점 번지며 커지는 듯

하고, 마치 화려한 카덴차 같다.(악보 43) 리스트, 라벨을 비롯하여 많은

작곡가들이 그들의 작품에서도 물이나 분수를 표현하기 위해 아르페지오

음형을 많이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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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3> mm. 19-21

B (mm. 24-34)

B부분에서는 ppp의 작지만 화려하게 반짝이는 오른손 패시지에 왼손

에서는 D♭ Major의 도미넌트인 A♭음을 페달포인트로하여 Motive A

가 전위된 형태로 시작하는 멜로디가 나온다.(악보 44) 30마디부터는 처

음으로 f가 등장하고 f와 pp가 대조적이다. 30마디의 화음 역시 반음계w

진행을 보인다. 이 화음은 32마디에서 단선율로 축소되고, 34마디에서는

음길이가 확대되어 점점 느려지면서 사라지는듯하면서 끝난다.

A' (mm. 35-42)

A부분의 반복이지만 화음의 연속이던 오른손을 셋잇단 음표형으로 펼

쳐 변화하면서 좀 더 율동감이 생긴다.(악보 45) A부분과 마찬가지로 4

마디 프레이즈를 두 번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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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 mm. 23-26

<악보 45> mm.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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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구 (mm. 43-49)

A'부분의 셋잇단 음형이 계속 이어지면서 En animant으로 더욱 고조

된다. 왼손의 온음 음계 사용은 독특한 색채를 만들어 낸다. 온음음계는

드뷔시의 많은 작품에서 사용된 것이다. 저음부의 p에서 시작된 조용한

물결은 47마디에 이르러 큰 파도가 일렁이는듯한 움직임으로 발전한다.

B' (mm. 50-70)

Motive A에서 사용된 단3도와 장2도를 이용한 왼손의 아르페지오 반

주에 B부분의 멜로디보다 단3도 위에서 선율이 시작한다.(악보 46) 곡의

초반부보다 물에 비친 모습이 훨씬 선명해진 것 같은 색깔이고, 화려한

아르페지오로 장식하며 클라이막스를 향해 나아간다.

<악보 46> mm. 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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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고조되어 56마디에서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E♭Major로 전조한다. 이것은 드뷔시가 추구한 조성에서의 해방을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60마디에서는 장2도를 지속음으로 한 선율이 성

부를 넘나들며 교차되고, 점점 잦아든다.(악보 47) 65마디에서 f# minor

로 전조하여 비화성음과 함께 Ⅰ화음이 나오는데, 순간 정적이 흐르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가까이 다가왔던 물결은 점점 멀어지고 아득해진다.

A'' (mm. 71-80)

D♭Major의 토닉이 아닌 ⅱ에서 시작하며 오른손 화음이 셋잇단음표

형태로 바뀌어 나타난다. Motive A는 높은 음역에서 청아하게 울린다.

Coda (mm. 81-94)

Coda에서도 계속 음역이 확대된 Motive A로 연장한다. 베이스도

Motive A를 장2도 하행하여 옥타브로 Ⅳ와 ⅱ를 반복하다가 결국 해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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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7> mm. 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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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 마 디

A

a 1-9

a' 10-25

a'' 26-30

B

b 31-42

b' 43-50

b'' 51-56

A' a 57-65

Coda coda 66-76

2) Hommage à Rameau (라모를 찬양하며)

Lent et grave(dans le style d'une Sarabande mais sans rigueur),

g# minor, 2/3

이 곡은 드뷔시의 라모에 대한 존경과 바로크 음악에 대한 깊은 감명을

표현한 것이다. 라모15)는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프랑스 작곡가로, 교

회 선법을 사용하였고, 춤곡 형식 중 하나인 Sarabande16)로 바로크 음악

의 색채를 나타내었다.

<표 8> Hommage à Rameau의 구조

15) Jean Philippe Rameau(1683-1764), 바로크 시대의 프랑스 음악에 커다란 공적을 남

겼고, 특히 화성악의 기초를 이룩함과 동시에 극음악에도 륄리에 이어 발자취를 남

김. 많은 가극과 발레곡 외에 몇 곡의 하프시코드 모음곡이 있음.

16) 17~18세기 유럽에서 유행했던 고전무곡으로, 완만한 템포의 3/2 또는 3/4박자의 장

엄한 곡. 제2박에 악센트가 붙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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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 1-30)

유니즌으로 시작하는 선율은 에올리안 선법으로, 엄숙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든다. 라모를 회상하는 듯한 절제미가 느껴지는 멜로디이다. 4마

디 프레이즈 이후 G#음을 페달포인트로하여 내성에서 화음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내성의 화음은 순차적으로 병행진행하며, 가장 상성부의 멜로

디는 프리지안 선법으로 4도 아래에서 한번더 반복된다. G# 프리지안 선

법의 음계는 G#-A-B-C#-D#-E-F#이다. (악보 48)

<악보 48> mm. 1-5

다이나믹은 pp, p, più p로 섬세하게 지시되어 있다. 유니즌으로 나왔

던 선율이 10마디부터 화성적으로 발전하는데, 이것은 완전 4도 아래에

서 더욱 풍부하게 나타난다. 4도 아래에서 반복된 선율은 장조로 전조되

어 세 번에 걸쳐 다양한 화성을 보여준다.(mm.14-16) 이 부분은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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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기와 같은 음향을 들려준다. 11-17마디에서는 잦은 전조뿐만 아니라

박자도 여러 번 변하는데, 자유로움이 느껴진다.(악보 49)

크레센도하다가 갑자기 p로 등장하는 20마디는 점차 테누토를 사용해

머뭇거리는 듯 하다가 이내 고조되어 24마디의 f로 솟구친다. 토닉의 화

성이 페달포인트로 지속되면서 처음의 유니즌 선율이 강하게 울리고, 25

마디는 이것의 echo처럼 뒤따라 나온다.

<악보 49> mm.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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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m. 31-56)

B부분은 7화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pp로 아주 은밀한 색채를 나

타내고 앞의 장엄함과는 대조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이다. 연속적인 7화

음의 진행으로 발전하여 36마디부터는 드뷔시가 즐겨 사용하는 5음 음계

의 하행으로 이어진다. 38마디부터는 왼손에서 계속 같은 음형의 반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음형은 4도와 5도로 이루어졌으며, 춤곡의 느낌을

준다. 이 곡에서 가장 진행감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이것은 50마디

까지 이어진다.(악보 50)

<악보 50> mm. 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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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마디부터는 오른손의 화음이 상행과 하행하며 다양한 조로 전조한다.

오른손의 8도 병행은 음역이 넓어지면서 51마디의 클라이막스로 향한다.

A' (mm. 57-65)

A부분의 주제 선율이 D# 페달포인트 위에서 재현된다. 비화성음의 사

용이 두드러지고, A부분에 비해 감각적으로 화성이 사용되었다.

Coda (mm. 66-76)

B부분의 왼손에서 나왔던 4도와 5도가 결합한 선율이 각 성부에서 반

복되어 나타나고, 경건한 느낌이 들 정도로 조용히 사그라들어 pppp로

끝을 맺는다.(악보 51)

<악보 51> mm. 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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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 마 디

A

a 1-29

a' 30-52

a'' 53-66

B
b 67-88

b' 89-114

A'
a 115-139

a' 140-155

Coda coda 156-177

3) Mouvement (움직임)

Animé, C Major, 2/4

무궁동적인 작품으로, 새로운 음향을 발견할 수 있다. 리듬과 음형은

반복적으로 나아가지만 감각적인 화성이 돋보이는 곡이다. 전체적으로

밝고 역동적인 느낌이 든다.

<표 9> Mouvement의 구조

A (mm. 1-66)

도입은 3음이 생략된 Ⅰ화음이 8분음표의 연속으로 시작되는데, 이 때

네 번째 박의 테누토는 독특한 리듬을 만들어 낸다. 네 마디에 걸쳐 끝

날 것 같지 않은 토닉 화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지속되고, 오른손의 셋잇

단 음표 음형이 등장한다. 6마디 마지막 박의 셋잇단 음표는 의외의 기

분이 들게 하고, 양손의 음형이 교대되어 나타난다.(악보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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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2> mm. 1-11

Ⅰ화음이 지속되다가 16마디부터는 장2도 하행하여 분위기가 변한다.

B♭과 C음은 불협을 이루다가 이것은 다시 C음 중심으로 돌아가고, Ⅰ

와 ⅱ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움직임을 반복하며 옥타브 간격으로 확대된

다. 음역의 확대로 움직임이 커지다가 갑작스럽게 4도와 5도의 화음이

병진행으로 강하게 나타나고(mm.30-31), 이것을 낮은 음역에서 그대로

반복한다.(악보 53) 부가적인 음들이 있기는 하지만 C Major의 토닉이

지속되던 것이 64마디에서 F#의 등장으로 불안한 기운이 감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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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3> mm. 30-35

B (mm. 67-114)

감7화음의 연속인 B부분은 ppp로 속삭이는 느낌이 든다. 양손이 교대

로 주고받던 A부분과 달리 양손이 같은 음형으로 진행한다.(악보 54)

<악보 54> mm. 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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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마디부터의 패시지는 F#음이 중심음인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화

음들이 하나의 긴 선율처럼 노래된다. p에서 시작하여 점점 쌓아올라가

fff까지 전개되고 클라이막스를 이룬다.(악보 55) 절정에서 C의 증화음을

강하게 울리고는 F#음만으로 된 셋잇단 음형으로 여운을 남기면서 A부

분으로 되돌아간다.

A' (mm. 115-155)

A-B-A'-Coda의 단순한 구성으로 A부분이 똑같이 반복된다.

Coda (mm. 156-177)

베이스는 F#에서 C#을 거쳐 C로 돌아오고, 오른손은 온음 음계로 상

행한다. 중간 성부에서 포르타토로 울리는 선율에서 드뷔시의 개성이 잘

드러나며, 조성이 모호해지고 흐릿해지면서 여운을 남긴다.(악보 56)



- 72 -

<악보 55> mm. 104-110

<악보 56> mm. 16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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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지금까지 본인의 석사 졸업연주 프로그램인 L. v. Beethoven Sonata No.

21 in C Major, Op. 53 'Waldstein', R. Schumann Carnaval, Op. 9 그리

고 C. Debussy Images Book 1의 구조와 음악적 기법에 대해 살펴보았

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1번은 중기 소나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발

트슈타인 백작에게 헌정된 소나타이다. 2악장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소

나타는 베토벤의 독창적인 주제가 돋보이고, 주제의 모티브를 곡 전체에

걸쳐 분해하고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각 악장간의 유기적인 구조를 만

들어낸다. 이 소나타는 베토벤 이전의 고전적인 소나타 형식에만 얽매이

지 않았으며, 예상치 못한 화성진행과 장·단조 혼용, 새로운 음향의 시도

등 나타난다.

슈만의 성격 소품 중 한 곡인 카니발은 카톨릭 사순절 기간에 행해지

던 전통적인 가면무도회를 소재로 작곡되었고, 무도회의 정경 뿐만 아니

라 슈만 자신의 가상 인물인 플로레스탄과 오이제비우스를 비롯해 당대

의 음악가인 쇼팽과 파가니니 등의 실존 인물들까지 묘사하고 있다. 각

악장에 공통적인 음형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부여하였고, 성격적 작품이

라는 장르를 대규모의 작품으로 발전시킨 곡이다.

드뷔시의 영상 제 1집은 3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드뷔시는 인

상주의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낭만주의 시대와는 다른 화성과

음색이 사용된 것을 들을 수 있다. 3개의 곡들은 서로 연관이 없는 표제

를 가지고 있지만 떠오르는 이미지를 인상주의 기법으로 그려내고자 하

는 점이 공통적이다. 이 작품에서는 단3도와 장2도가 중요하게 쓰였으며,

교회선법이나 반음계, 온음음계 등이 많이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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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formance and study of

L. v. Beethoven Sonata No. 21 in C Major, Op. 53

R. Schumann Carnaval, Op. 9

C. Debussy Images Book 1

Jee young Yang

Major in Piano, Department of Music

Graduate School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L. v. Beethoven (1770-1827)’s Sonata No. 21 in C Major, Op. 53

was composed in 1804 and is one of the remarkable works from his

middle period along with “Appassionata” sonata. This work was

dedicated to Ferdinand Ernst von Waldstein(1762-1823), and consists

of two movements.

The first movement, Allegro con brio demands quite impressive

techniques, and the subject is organically dissolved with d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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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in the dynamics. The second movement is a rondo with slow

Introduzione. In its pastoral mood, theme of left hand and arpeggio of

the right hand makes up a beautiful scene.

With typical features of Beethoven’s middle period sonata, exclusive

characteristics and harmony of Waldstein sonata are analyzed. Also,

the way beethoven’s musical language forms itself into a piano

sonata is studied.

R. Schumann(1810-1856)’s Carnaval, Op. 9 was composed in

1834-1835 while Schumann was staying in Leipzig. It is a

representative character piece of him and it was published in 1837.

As a ventilation of Schumann’s creative and free musical spirit, it

consists of 20 small pieces with depictive titles. Not only having

appearance of his real acquaintances like Chiarina, Estrella, Paganini,

there are also imaginary persons such as Florestan, Eusebius, who

represents his inner characteristics. With the last Marche des

Davidsbundler contre les philistins, the piece come to the ends with

Davidsbundler marching to the utopia. Through this research,

understanding close relationship with his work and romantic

literatures, as well as studying his programme music are aimed.

C. Debussy(1862-1918) is a representative composer of 20thcentury.

Impressionism and symbolism from esthetics, which had a lot of

influence on Debussy, were introduced into music for the first time

by him. Images book 1, which reveals his piano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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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guished from that of romantic period, were composed in 1905. It

is notable for its colorful effect and tone coming from its symbolic

title and ambiguous key. It consists of ‘Reflets dans l’eau’, ‘Hommage

a Rameau’ and ‘Mouvement’.

Debussy greatly influenced many composers after him. A research

has been done on what characteristic lies within his works, and how

a performer should efficiently play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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