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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JeanFrançaix(1912-1997)L'HorlogedeFlore

forOboeandOrchestra(Flower-Clock)

에 한 분석 고찰

서울 학교 학원 석사과정

음악과 오보에 공

조은

  JeanFrançaix(1912-1997)는 기교 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다.

오페라,칸타타,교향곡, 주곡 등 250개가량의 작품들을 남긴 그는

악기 주자를 해서도 화려한 곡을 많이 작곡하 다.특히 1959년 작곡

되어진 JeanFrançaix의「L'HorlogedeFlore」는 화려하면서도 아름다

운 선율 인 멜로디 때문에 오보이스트들이 즐겨 연주하며,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다.반면 20세기 랑스 작곡가인 그에 한 연구와 이 곡에

한 해석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Jean

Françaix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JeanFrançaix가 살았던 랑스의 시

상과 문화 배경에 해 알아보고,그의 생애에 해 검토한 후 곡에서

나타난 특징들과 이 곡이 작곡되었던 시기의 배경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

다. 한 화성 ,구조 분석을 통해 이 곡에 한 이해를 돕고 더 좋은

연주를 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곡은 「L'HorlogedeFlore」 (FlowerClock)이라는 제목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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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스웨덴의 식물학자인 칼 본 린네 (CarlvonLinne,1707-

1778)는 하루 24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에 피고 지는 꽃들에 심을 가

졌으며 꽃들이 피는 시간 별로 나 는 시계 형식에 근거한 표본을 만들

기 해 노력했다.본 논문에서는 린네의 꽃시계 모티 를 Jean

Françaix가 어떻게 차용하여 음악화 하 는지 알아볼 것이다. 한 Jean

Françaix는 시인 말라르메 (StephaneMallarmé,1842-1898)의 향을

받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곱 개의 꽃을 선택하여 이를 묘사하는 작품

을 작곡했는데,각 악장은 하루의 특정 시간 와 그 때 피는 꽃을 노래

한다.본 논문에서는 이 곡의 구조와 형식에 해 알아보고,7개의 시간

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곱 악장들 간의 연 성과 진행방식,이 곡의 각각

의 시간 에 붙은 제목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이 곡의 멜로디에

서 나타나는 제목과의 상 계는 어떠한지, 한 곡 제목과 같이 원곡

에서 어떻게 음악을 시각화 하 는지에 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주요어 :JeanFrançaix,꽃시계 ,린네 ,말라르메,나디아 블랑제,오보에

학번 :2010-2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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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20세기의 음악은 1910년경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이 시기를 후

로 고 ,낭만음악의 통을 과감하게 벗어나는 시도가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는데,20세기는 무조음악,실용음악,총렬음악,우연성 음악, 자음

악,신 조성주의 등 여러 가지 양식들이 출 하면서 통과의 단 이 생

기고 청 과의 거리감이 생기던 시기 다.그러나 새로움과 신 임을

추구하는 20세기의 경향과는 조 으로 같은 시기임에도 통에 심을

갖고 통을 으로 새롭게 수용하려는 작곡가들이 있었다.이들은

신고 주의 악 로 불리며 낭만주의,인상주의,표 주의 경향을 거부하

고 낭만시 이 의 통에만 심을 보 다.이 경향은 1920년 부터

약 1950년까지 폭넓은 향력을 미쳤고 표 작곡가로는 스트라빈스키

(IgorStravinsky,1882- 1971),힌데미트 (PaulHindemith,1895-

1963),카셀라 (AlfredoCasella,1883-1947), 랑스 6인조 등이 있

다.1)

랑스 6인조는 곡에서 풍자와 유머를 느낄 수 있으며,쉬운 리듬을

추구하고 간결한 음악을 추구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 그들의

음악은 매우 선율 이며,6명 모두 실재 민요 선율을 차용하여 작곡하기

도 하 고,재즈 선율 그리고 심지어 선술집에서 연주되는 선율까지도

사용하 다는 특징을 가진다.2)청 과 동떨어진 음악이 아닌 모두가 즐

길 수 있는 음악을 추구하 다는 것이다. 랑스 6인조의 향을 받은

JeanFrançaix의 음악에서도 이러한 면모를 볼 수 있는데,그는 아주 간

단한

1) 홍정수,김미옥,오희숙.(1997).『두길 서양음악사2(고 에서 20세기까지)』(pp.468)나남출 .

2) 20세기 작곡가 연구회 지음,이석원 오희숙 책임편집,(2001),『20세기 작곡가 연구2』,(

p.425,426), 음악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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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을 사용하 고,고 주의 형식을 사용했으며,간결한 멜로디를 가지

고 작곡했고,가벼운 느낌의 곡을 작곡했음에도 경박하지 않은 느낌을

주고,곡에서 유머감을 느낄 수 있다3)는 면에서 그 다고 할 수 있겠다.

JeanFrançaix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려는 의지가 남달라 작곡가로

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많은 작품을 썼다.200개가 넘는 그의 작품들은

매우 다양하고 알차다.그의 작품들의 부분은 매우 흥분되고 역동 이

며 높은 테크닉을 요구하는 작품이다.그의 음악은 단호하고 결연한 음

조를 유지하면서도,화성을 활용한 음색을 매우 자유로운 방식으로 표

해 낸다.그는 기본 으로 소나타 형식인 제시부 -발 부 -재 부 구

조를 보존했다.4)규모가 작은 소품들에서까지도 그러했다.그가 추구한

주제는 확실한 멜로디를 갖추었고,매우 단순한 생각으로부터 작품을 발

시켰지만 반복(repetition)과 변주(variation)라는 원칙을 최 한 활용했

다.마치 화를 하는듯한 익살스러운 표 들은 그의 작품의 기악 부분

(instrumentalparts)에서 흔히 등장하는데 짧은 이즈들에 강조하는

음과 효과음이 살짝 가미되고,매우 다양한 음 색채와 리듬으로 구성되

어 있다.이런 JeanFrançaix의 노력은 음악을 살아있고 움직이는 생명

체로 탈바꿈 시킨다.그의 음악은 폴카(polka)나 갤럽(galop)과 같은 춤

을 연상 시키며 매우 역동 인 자극을 선사하여 듣는 이를 매료시킨다.5)

이 때문에 연주자들은 JeanFrançaix의 음악을 연주할 때 상당한 테크닉

을 발휘해야 함을 인정한다.

한 본 논문에서 고려할 JeanFrançaix의 오 스트라와 오보에를

해 작곡된「L'HorlogedeFlore」라는 곡은 식물학자인 린네와 시인인

말라르메로부터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식물학자 린네의 ‘꽃시계’라

는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JeanFrançaix가 그것을 어떻게 음악으로 표

3) "Jean Françaix." Encyclopædia Britannica. Encyclopædia Britannica Online Academic 

Edition. Encyclopædia Britannica Inc, 2011. Web. 19 Dec. 2011. 

4) Grove Music online "Jean Françaix"

http://proxy-net.snu.ac.kr/cd68f5d/_Lib_Proxy_Url/www.oxfordmusiconline.com/subscriber/ar

ticle/grove/music/10083?q=jean+francaix&search=quick&pos=1&_start=1#firsthit

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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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지 살펴보고,시인 말라르메의 “꽃”이라는 시를 통해 그가 어떠한

향을 받았고,이 곡을 작곡한 그의 생각을 추측해보고자 한다.

청 을 매료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JeanFrançaix의 작품 특

히 오보에를 해 작곡 되어진 「L'HorlogedeFlore」라는 곡을 작곡했

을 당시 역사 인 흐름과 음악의 흐름과 배경들,이 곡을 작곡하게 된

계기,이 곡과 련된 말라르메,린네라는 인물들에 해 함께 살펴보고

곡의 분석을 통해 이 곡에 한 이해와 더불어 더욱 좋은 연주를 하기

한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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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JeanFrançaix  생애  품 계

JeanFrançaix는 랑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서 음악가 가족의

자녀로 태어나고 자랐다.어머니는 성악가이자 음악 선생님이었고,그의

아버지 알 드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서 음악 학자 LeMan

Conservatoire의 감독이었다.JeanFrançaix가 성장기를 거치며 음악가로

서 실력을 갖추었던 비결은 그의 부모에게 있었다.그의 재능을 알아챘

던 사람 에 라벨 (Ravel,1875~1937)이 있는데,아버지 알 드에

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 다.“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에 술가

로서 가장 기 되는 부분은 바로 호기심이다.호기심을 포함한 이 아이

의 재능들을 얕 서는 안 된다.사그라지기엔 무 아깝다.”6)

다양한 랑스 작곡가들이 하나씩 구 했던 것을,JeanFrançaix는

그의 작품들에서 그 모두를 표 해 낸다. 한 그는 스트라빈스키

(Stravinsky,1882~1971)의 신고 주의 스타일에 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가느다라면서 간결하고 단순하고 명료한 스타일에 집착한

다고 말할 정도로 신고 주의(neo-classic)스타일을 추구했다.7)

그의 부모는 아이가 작곡한 첫 작품인 PourJacqueline(피아노 소품)

을 1922년에 EditionsSenart에 보냈다.심사 원 하나 던 Marcelle

deManziarly는 Jean Françaix를 나디아 블랑제 (NadiaBoulanger,

1887~1979)에게 소개했고,그는 JeanFrançaix에게 작곡을 지도하

다.게다가 나디아 블랑제는 JeanFrançaix의 작품의 연을 직 연주

하거나 지휘를 하기도 했을 만큼 그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Jean

Françaix는 리 학교 (ParisConservatoire)에서 IsidorePhillip에게

6) Stanley Sadie,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ume6 

p.740-741

7) David Ewen, The Complete book of 20th century music ,  (Prentice Hall Press, 1966)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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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를 사사했다.훌륭한 피아니스트로서 스스로의 작품을 기막히게

연주하면서 1930년 premierprix를 수상하 다.그는 유명한 음악가들과

반주자로도 활동했는데,특히 첼리스트 MauriceGendron과도 함께 연주

하 다.JeanFrançaix는 Gendron과 수차례 연주를 같이 했다.그 밖에

JeanFrançaix는 베를린,런던,뉴욕,보스턴에서 자신의 작품을 연주하

며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로 활발히 활동하 다.

JeanFrançaix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려는 의지가 남달라서 작곡

가로서 왕성하게 활동하여 많은 작품을 썼다.200개가 넘는 그의 작품들

은 매우 다양하고 알차다.그는 통 인 형식과 장르를 자신의 스타일

로 재해석 하면서 큰 즐거움을 얻었다.‘concerto’,‘symphony’,혹은

‘cantata’란 제목이 붙은 그의 작품들은 통 인 기본 틀에 랑스풍의

색채를 묘하게 조화시킨다.

어떤 형태의 작곡을 하든지,피아노는 그의 작품 활동에서 요한

도구 다.피아노 가들은 Scherzo(1932)와 같은 Françaix의 Piano

Solo완성작을 연주하면서,매우 흥분되고 역동 이며 높은 테크닉을 요

구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음악가로서의 그의 성공은 일 이 1932년에 찾아왔다.그 까지 작

곡했던 Symphony들은 실망스러워 작곡가 자신이 작품들을 폐기하기도

했지만,당시 비엔나에서 열린 ISCM Festival에서 EightBagatellesfor

PianoandStringQuartet을 연주하 고,특히 Concertinoforpiano는

1936년 Baden-BadenChamberMusicFestival에서 청 의 열 인 환

호를 받았다.HeinrichStrobel은 이 독특하면서도 재치 있는 작품에

해 평가하길,“그 게 고생만 하며 실패로 끝난 작품들 끝에,비로소 이

Concerino는 마치 자연 속의 깊은 우물에서 솟구치는 상쾌한 물과도 같

다!”라고 하 다.《 악 3 주》(StringTrio,1933),《목 4 주》

(WindQuartet,1933),《 릇을 한 4 주》(Quintetforflute),《하

와 악3 주》(harpandstringtrio,1934)가 표 으로 그의 특징인

상쾌함과 우아함을 잘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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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Françaix는 음악의 소재를 주로 랑스 문학작품에서 찾았는

데,실제로 가장 유명한 문학작품들이 그의 음악 작곡의 근간이 되었다.

이 게 탄생한 음악의 스타일은 단호하면서 결연한 음조를 유지하면서

도,화성을 이용한 음색을 매우 자유로운 방식으로 표 해 낸다.그는 기

본 으로 소나타형식 (재 부 -발 부 -제시부)구조를 보존했다.규

모가 작은 소품들에서도 그랬다.그는 주제에서 확실한 멜로디를 제시하

고,매우 단순한 생각으로부터 작품을 발 시켰지만 반복과 변조라는

원칙을 최 한 활용했다.8)마치 화 하는듯한 익살스러운 표 들은 그

의 작품의 출연하는 악기 부분에서 흔히 등장하는데 짧은 phrase들에 강

조 음과 효과음이 살짝 가미되거나,매우 다양한 음 색채와 리듬을 사용

함으로 나타난다.이러한 JeanFrançaix의 노력은 음악을 살아있고 움직

이는 생명체로 탈바꿈 시킨다.그의 음악은 폴카 (polka)나 갤럽 (galo

p9))과 같은 춤을 연상시켜 매우 역동 인 자극을 선사하며 듣는 이를

매료시킨다.이 때문에 연주자들은 JeanFrançaix의 음악을 연주할 때

상당한 테크닉을 발휘해야 함을 인정한다.

Concertinoforpianoandorchestra에서부터 DoubleConcertofor

fluteandclarinet(1991)에 이르기까지,오 스트라의 부분 악기들이

그의 주곡에서 사용된다.15개의 솔로 악기들을 한 콘체르토

(Concertofor15Soloinstruments)에서는 기존 오 스트라의 소리가

고 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고 악기들의 개성을 그 로 사

용하면서도 자신만의 색채와 랑스 음악의 느낌까지도 서로 조화시켰

다.그가 신고 주의 (neo-classical)작곡가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기에 충분했다.

그가 음악에 해 타 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철학은 음악에서 ‘즐

거움을 주자’는 것이었다.그가 한번 장난스럽게 꺼냈던 말 에는,wind

quintet을 작곡하려는 목 은 ‘Françaix라고 불릴만한 곡’을 만들기

8) ‘Notes sur le théâtre lyrique’, Le théâtre lyrique français: 1945–1985, ed. D. Pistone 

(Paris, 1987), 241–2 

9) 원  그리  추는, 4분 2  경쾌한 춤. 또는 그런 춤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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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라고 했던 이 있다. 구나 상할 수 있는 음악을 멀리하고 재앙

과도 같은 지루함을 피하기 해서 다.그만큼 그는 청 과의 교감,청

이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을 추구하 다.그는 ‘로맨틱한 멜로디와 코믹

한 음악 표 을 추구하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엠마뉴엘 샤 리에

(EmmanuelChabrier,1841~1894)를 자신이 존경하는 스승이라고까지

칭했다.JeanFrançaix는 1950년에 FlorenceGouldprize를,그리고 1992

년에 GrandPrixArthurHonegger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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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JeanFrançaix의 L’HorlogedeFlore의

작곡배경과 연주배경

2.2.1작곡배경과 연주배경

JeanFrançaix는 1930년부터 피아노 솔로이스트 겸 작곡가,교육자

로 유명한 나디아 블랑제의 제자로 활동하 다.그의 생애에 걸쳐,Jean

Françaix는 작곡가로서의 리하고 호소력 있는 음악을 만들어냄으로 명

성을 알리기 시작했다.그의 기 작품들 에 목 4 주 《목 4

주》(woodwindQuartet),1933)과 《목 을 한 주곡》(concerto

forwind)은 목 악기를 한 곡의 틀을 세우도록 도왔다.그 틀은 《오

보에,클라리넷,바순을 한 디베르티멘토》(DivertissementforOboe,

clarinet,Bassoon ,1947)과 《목 5 주》 (Quintetteforwinds,

1948)곡들에 의해 한층 더 견고해졌다.

《오보에,클라리넷,바순을 한 디베르티멘토》와 《목 5 주》는

1950년 의 필라델피아 목 5 주 원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었다.

Jean Françaix는 1957년 필라델피아 오 스트라 수석이었던 John de

Lancie(Oboist,1921~2002)로부터 Oboe와 오 스트라를 한 곡을

써 것을 부탁 받았다.그 결과 「L’horlogedeFlore」 (TheFlower

Clock)가 1959년의 여름에 완성되었다.

「L’HorlogedeFlore」는 SoloOboe와 두 의 flute,두 의

Clarinet,두 의 Bassoon,두 의 Horn,그리고 쳄버 스트링으로 구

성되어 있는 명백한 랑스의 성격을 지닌 우아한 콘체르토이다. 체

인 형식은 평범하지 않다.7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단 없이 아타카로

연주되는데 몇 개의 악장은 통 민속음악의 우아함과 단순함을 띄고 있

다.(물론 멜로디의 소재는 작곡가가 창작한 것이다.)다른 악장들은 고

인 단순한 구조 속에 재즈 (Jazz)풍이면서 인 감각이 가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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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작곡되었다.

이 곡은1961년 3월 31일에 연되었는데, 필라델피아 오 스트라와

함께 당시 필라델피아 오보에 수석주자 던 존 디 랜시 (Jone de

Lancie,1921-1991)가 연자로 연주하 다.이 연주에 해 Samuel

Singer는 이 곡을 “가벼우면서도 뭔가 끌리는 듯하고 오보에를 여러 형

태로 사용하여 목가 인 느낌을 충분히 표 해 내고 있다”고 평가하

다.이 주곡은 1968년 11월 15일 주말에 필라델피아 오 스트라에 의

해 한 번 더 연주되었다.두 연주시 사이에 deLancie는 Previn

(AndrePrevin,1929~)이 지휘하는 런던 오 스트라와 연하여 1966년

같은 곡을 음반 녹음하 다.

음반이 많이 팔리고 몰입도 있는 음악성을 띈 덕택에 다른 미국 오

스트라들이 앞을 다투어 이 주곡을 담은 크고 작은 연주 기획을 하

고, 객들은 더 자주 이 주곡을 하게 되었다.Theodore

Presser의 여부서의 기록에 따르면, 1974년 한해에만 미국 오 스트

라에서 20번의 연주가 있었으며,그 다음 10년간 미국에서만 97회 연주

되었는데, Chicago Symphony, Rochester Philharmonic, Baltimore

Symphony같은 로 오 스트라뿐 아니라,EastmanSchoolofMusic

(University ofRochester)이나 Peabody Conservatory (Balitimore),

ClevelandInstituteofMusic,CurtisInstituteofMusic(Philadelphia),

SanFranciscoConservatory와 같은 유명 음악학교 오 스트라들도 연

주에 참여했다.10)이처럼 JeanFrançaix의「L’horlogedeFlore」곡은

연 때부터 곧 사랑을 받아왔고,지 도 매력이 넘치고 유쾌한 곡으

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10) Secan, Stephen R . "A transcription of Jean Françaix's L'Horloge de Flore for Solo 

Oboe and organ (four hands), " Ohio State University, 2005,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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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식물학자 린네와 JeanFrançaix

JeanFrançaix는 스웨덴의 명한 식물학자 린네 (CarlvonLinne,

1707-1778)의 꽃시계라는 모티 에 감을 얻어 이 곡을 작곡하 다.

린네는 낮이 되고 밤이 됨에 따라 시간에 따라 피고 지는 꽃들을 찰하

고 기록하 는데,이를 ‘꽃시계 ’라 불 다.(참고자료 1참고)린네는

특정한 식물들에 한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꽃이 피고 진다는 것을 수년

간 찰하 다.꽃마다 정해진 시간을 알아내려면,어떤 종이 몇 시에 피

고 몇 시에 지는지 꾸 히 찰할 수밖에 없었다.이 게 꽃들에 따라

피고 지는 시간을 확정하여,오히려 피고 지는 꽃을 보고 재 시간을

가늠하게 되었는데 이를 floralclock혹은 horologium florae이라고 칭한

다.11)시계역할을 담당하는 꽃들은 게 야생화이며,피고 지는 시간은

도에 따라 다르다.Floralclock을 정확하게 구 하려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져 화될 수는 없었다고 한다.

이 작품이 묘사하려는 꽃의 종류는 일반 인 꽃이 아니라,낮의 특

정 시간에 피는 보기 드문 꽃들이다. 한 린네의 꽃의 시간표와도 약간

은 다른 꽃들을 사용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꽃 자체를 묘사 한다고 하기

보다는,그 꽃이 피는 시간 의 느낌을 노래하는 듯하다.린네가 지정해

놓은 꽃들과 아주 가까운 연 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꽃시계라는

모티 를 차용하여,꽃이 시간 에 따라 춤을 추듯 연이어 피고 지는 모

습을 통해 꽃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듯하다.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각각의 꽃의 의미나 상 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인

흐름과 묘사,꽃과 음악의 분 기 상 계를 밝 내는데 역 을 둘 것

이다.어쩌면 꽃 자체가 드문 꽃이기에 일반 에게는 작품 내에서 꽃

의 존재감이 덜 할 수 있다.작곡가 본인도 하나하나의 꽃에 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듣는 사람이 충분이 곡에 한 이해력을 가

11)  Linnaeus, Philosophia Botanica, 1751 ,  pages 27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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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Frenchname Englishname Botanicalname

03:00 Galantdejour Dayjessamine
Cestrum

diurnum

05:00 Cupidonebleue Cupid'sdart
Catananche

caerulea

10:00
Ciergeagrande

fleurs

Night-blooming

Cereus

Selenicereus

grandiflorus

12:00
Nyctanthedu

Malabar

Night-flowering

jasmine

Nyctanthus

arbor-tristis

17:00 Belledenuit Moonflower
Ipomaea

bona-nox

19:00 Geranium triste Geranium
Pelargonium

triste

21:00 Silenenoctiflore
Nightflowering

catchfly
Silenenoctiflora

지고 있다면,이 작품이 확실히 새벽부터 녁까지 시간 에 따라 끝없

이 피고 지는 다양한 성격을 가진 꽃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

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이 곡에서 쓰인 린네의 꽃시계 일부는 이러

하다.<표 112)>

<표 1>

12) http://h2g2.com/dna/h2g2/A5170024 (201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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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말라르메와 JeanFrançaix

리 태생인 시인 말라르메 (StephaneMallarme,1842-1898)는 랑

스 상징주의 의 3 시인 의 한 사람으로서 보들 르에 이어 순수시의

극치,‘고귀한 시의 이상’을 끈질기게 추구한 수도사로 평가된다.13)그의

시는 많은 음악인들에게 향을 주었는데 특히,드뷔시,모리스 라벨,다

리우스 미오와 피에르 불 즈 등의 작곡가들이 말라르메의 시에 향을

받았다.14) 를 들어 말라르메의 시집 ‘목신의 오후’를 가지고 드뷔시는

인상주의 음악을 창시한 첫 작품 《목신의 오후에의 주곡》이라는 곡

을 작곡하 다.JeanFrançaix역시도 말라르메의 시에 향을 받은 것

으로 알려진다.15)

JeanFrançaix가 말라르메의 어떤 시를 차용 하 는지는 확실치는

않다.하지만 그가 동시 의 작곡가들과 같이 말라르메를 좋아했었고,그

의 작품에서 감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기에 본 는 말라르메의 시집

을 조사하던 본 논문에서 살펴보는 「L’horlogedeFlore」의 내용에

향을 것으로 보이는 시를 찾을 수 있었다.말라르메의 시 Les

Fleure라는 시와 「L’horlogedeFlore」곡간의 유사한 이 있어 본 논

문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말라르메의 시 “LesFleurs"인용16)>

<한국어 번역 시-참고자료2>

13) StephaneMallarme,『말라르메 시집』 이 오 역,숭실 학교 출 부 ,1999

14) http://en.wikipedia.org/wiki/Stephane_Mallarme (2011.12.18)

15)LajosLences,FrenchOboeconcertos,RSOStuttgart,CPO999193-2

16) SteStephaneMallarme,『말라르메 시집』 이 오 역,숭실 학교 출 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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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의 1행에서 등장하는 jour(하루 )은「L’HorlogedeFlore」

의 1악장 am 3:00 의 “Galantde jour"에 나오는 단어이다.물론

”Galantdejour"는 꽃의 이름이지만,핵심이 되는 동사가 일치한다는 면

에서 그리고 제 1행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이 흥미롭다.bleu(푸른

빛）은 제 2악장의 am 5:00“CupidoneBleue"에서 등장하며,말라르메의

시에서는 남성형인 Bleu 가 사용되었고 남성명사 천사에 해당하는

séraphin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반면,JeanFrançaix의 곡에서는 여성

형용사인 Bleue와 남성명사 cupidon이 사용되었다.Grandesfleurs(

커다란 꽃 )은 am 10:00의 Ciergeagrandesfleurs에서 나타난다.이

게 JeanFrançaix는 꽃의 이름에 여러 가지 색깔 명사나 남성명사 여

성명사를 사용하여 꽃의 느낌을 더 자세히 형상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 시에서 나타나는 시간 흐름에 유의해 볼 수 있다.2

행에서는 aurore라는 새벽의 시간이 등장한다.붉은 색을 의미하는

'Vermei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시각 으로 아침에 해가 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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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돋이를 연상 한다.그 후 3행에서 clair라는 빛과 련된 단어를 볼

수 있다.밝은,환한 이라는 뜻으로 낮을 생각나게 한다.4행에서는 마지

막 시간 흐름으로 달 ‘lune'이 등장하여 밤이라는 시간을 떠올리게 한

다.이처럼 말라르메의 ’LesFleurs'(꽃)에서는 Jean Françaix 의

「L’HorlogedeFlore」에서의 시간 흐름에 따라 피고 지는 꽃들에

한 묘사가 유사 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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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JeanFrançaix의 작곡방식

TheLarousseEncyclopediaofMusic이라는 백과사 은 “Françaix”

라는 이름이 French즉 랑스인이라고 정의하는데,JeanFrançaix는 자

신의 이름에 부합이라도 하듯 랑스 음악을 조국의 경계선 밖으로 가지

고 나아갔다.JeanFrançaix의 음악은 자신의 이름만큼이나 랑스 색채

가 진하다.외국인들은 지극히 랑스 인 음악들,즉 우아하고 화려한

음악들을 기 했는데,바로 그의 음악이 그랬다.

JeanFrançaix는 20세기의 신고 주의 양식을 따르는 작곡가 다.

신고 주의는 랑스어 ‘neoclassicism’에서 유래했다.단어 자체로는

‘새로운 고 ’을 의미하지만 차 폭 넓은 의미로 ‘옛 양식에 한 재

심’을 뜻하게 되었다.17)신고 주의 음악의 반 인 특징은 낭만시 이

의 음악,특히 17~18세기의 음악을 새롭게 인 느낌과 목했

다는 것이다.조성, 법,푸가형식 등을 음악에 수용했으며 특히 바로

크의 연주방식과 형식,장르 (모음곡,콘체르토,신포니아,소나타)에

심을 보 다. 한 패러디기법 ( 통 요소를 이질화하고 변질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통을 희화화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18)

이러한 역사 흐름 속에 JeanFrançaix역시도 신고 주의 양식의 곡들

을 작곡하 다.특히 본 논문에서 살펴 볼 「L'HorlogeFlore」에서는

고 주의 인 양식과 더불어 바로크 인 요소도 엿볼 수 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하게 된 신고 주의 음향 (neo - Classic

sounds)의 향을 받았다.19)JeanFrançaix는 가느다라면서 간결하고

17) 20세기 작곡가 연구회 지음,이석원 오희숙 책임편집.『20세기 작곡가 연구2,음악세계,2001,

p272

18) 홍 수, 미 , 희숙. 『  양 악사2 (고 에  20 지) 나남출판, 1997, p. 468

19) Stanley Sadie,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ume6 

p.74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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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고 명료한 스타일에 집착한다고 말할 정도로 신고 주의 스타

일을 추구했다.

20세기 후반까지 작곡활동을 지속하면서 그의 스타일도 변해갔다.

하지만 음악 인 스타일은 변함없이 유지했다.종종 듣기에 단순함

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실제로는 익살스럽고 선율 인 주제선율

에 얽 있는 리듬과 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기술이 숨어 있기에 그

의 음악에서의 단순함은 기만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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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 am 5h. am 10h. am 12h.

afternoon

17h. pm 19h. pm 21. pm

G a l a n t 

de jour

Cupidone 

bleue

Cierge a

g r a n d s  

fleurs

Nyctanthe 

du

Malabar

Belle de 

nuit

Geraniu

m triste

S i l e n e 

noctiflore

4/4  

♩ = 60

4/4 

♩ = 160

12/8  

♩. = 42

4/4

♩ = 168

12/8 

♩. = 48

4/4 

♩=176

4/4 

♩=152

♪ =120

♩ = 60

♪= 320

♩= 160

♪ =  126

♩ =  63 

♪ = 336

♩ = 168

♪ =144

♩ = 72

♪=352

♩=176

♪= 304

♩ =152

2.4 L’HorlogedeFlore의 화성분석

이 작품이 묘사하려는 꽃의 종류는 일반 인 꽃이 아니라,특정 시

간에 피는 보기 드문 야생화 꽃들이다.어떻게 보면 꽃 자체를 묘사 한

다고 하기 보다는,하루동안의 시간의 흐름과 그 꽃이 피는 시간 의 느

낌을 노래하는 듯하다.어쩌면 꽃 자체가 드문 꽃이고, 꽃을 랑스어

로 소개하고 있어서 일반 에게는 작품 내에서 꽃의 존재감이 덜 할

수 있다.하지만 듣는 사람이 충분이 곡에 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작품이 확실히 꽃을 묘사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을 것이다.

JeanFrançaix는 suiteform20)을 사용하여 이 곡을 작곡하 으며

이 꽃들이 피는 순서에 따라 여러 가지 박자와 속도 (Tempo)를 사용하

여 꽃들을 다루고 있다.21)이 곡에서 나타나는 박자와 속도는 아래와 같

다.<표 2>

<표 2>

 

20)  독립하여 는 여러 가지 악곡  하나  통  열에 라 엮어  악곡  형식. 나타

ㆍ 향곡ㆍ협주곡ㆍ 곡, 그 에 카논ㆍ푸가ㆍ랩 ㆍ환상곡ㆍ 향시 가 다. 

21) LajosLences,FrenchOboeconcertos,RSOStuttgart,CPO999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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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마

주 mm. 1~8

시부 (A) mm. 8~22

부 mm. 22~30

재현부 (A') mm. 31~39

Coda mm. 40~46

1악장

제 1악장은 maestoso의 4/4박자로 1악장의 심이 되는 조성은 F

Major이며 작은 소나타 형식으로 이루어져있다.새벽 3시에 개화하는 꽃

“Galantdejour”의 어 이름은 “Dayjasmine”으로 “신사의 하루”로

도 번역해볼 수 있다.이 악장은 총 46마디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정말 짧은 악장이지만 JeanFrançaix는 소나타 형식과 비슷하게 고 양

식으로 작곡한 것을 알 수 있다.<표 3참조>1악장은 멜로디를 오 스

트라와 Solo악기 Oboe가 계속 주고받으며 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7악장 가장 느린 악장으로 새벽녘의 고요함 가운데 꽃이 피는 모습을

연상 한다.따라서 18마디에 나오는 네 마디의 f를 제외하고는 모두

pp,pp로 구성되어 있다.아주 고요한 새벽에 혼자 조용히 피었다지는

새벽 꽃의 신사 인 모습을 표 했다고 생각된다.

<표 3>

서주 부분은 제 1바이올린의 주선율로 시작된다.8마디의 서주 부분

은 이러하다.앞에 제시된 4마디와 후주 4마디는 거의 일치하다시피 반

복된다.<악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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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서주 8마디가 끝난 후에 제시부의 제 1주제가 나온다.반주 부분은

4분음표 단 로 코드를 어주는 형태이다.1주제에서 사용되는 리듬의

형태는 아주 단순하다.8분음표와 4분음표로만 이루어져 있다.

♪♪  ┃ ♩ ♪♪♪♪♪♪ ┃ ♩♩♩

이러한 단순함과 소나타 형식에 근거한 가운데서도 화성의 독특함과

훌륭한 오 스트 이션으로 JeanFrançaix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으

며,지극히 고 으로 느껴지지 않고, 인 감각으로 들리기도 하는

것이다.

다음 악보는 1악장 제시부의 제 1주제 멜로디이다.<악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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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제 1주제가 두 번 반복된 후에 반주에서는 다시 서주 부분으로 돌아

간 것 같은 세 마디가 연주된다. 그리고 2주제가 등장한다.2주제 역시

1주제처럼 8분음표와 4분음표로 단순히 구성되어 있지만 조 은 다른 형

태의 리듬을 보여 다.

♪♪  ┃ ♩ ♪♪♪♪ ♩┃ 

다음 악보는 1악장의 제 2주제 부분이다.<악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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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2주제가 제시된 후에는 호른이 제 1주제를 조성을 달리하여 반복하

는데,이 때 콘트라베이스에서는 5도 상행,하행을 반복하며 5도권으로

움직인다.그 후 마치 경과구처럼 느껴지는 OboeSolo가 나오는데,

27~304마디 동안 B⟶ A ⟶ A♭ ⟶ G♭의 화성을 거쳐 원래 조성인

F조로 되돌아온다.<악보 4>

<악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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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마디에서는 재 부 (A')부분으로 OboeSolo는 1주제로 다시

돌아오고,반주부분에서는 맨 처음 주에 나왔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 후 약간 변형 된 멜로디가 나오는데 Oboe멜로디에 바로 한 마디 뒤

로 Flute가 따라 오는 돌림노래 형식의 캐논의 형태가 엿보인다. <악

보 5>

<악보 5>

이러한 재 부는 코다로 가기 해 반주 트에서 제 1주제 멜로디를

2배로 연장하여 연결한다.<악보 6>

<악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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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 mm. 47 ~ 56 F Major - d minor

A

a mm. 57~62

a' mm. 63~66

a'' mm. 67 ~ 70

A Major

B
b mm.71~74

b+c mm. 75~81

C Major (a minor)

E♭

A'
a mm.82~85

a'' mm. 86~89
A

C
d mm. 90~93

d' mm. 94~99

D♭

F - b minor

경과 mm.100~103 B - B♭
A mm. 104~118 A

coda mm. 119~124 D Major  가 한 경과  

2악장

1악장의 속도에 두 배가 넘게 빠른 2악장은 새벽 5시에 개화하는 꽃

인 Cupidonebleue이다.Cupidonebleue 에 해당하는 어 꽃 이름은

“Cupid'sdart”이다.유럽이나 남아 리카에서 성장하는 식물 Cupidone

bleue은 국화의 한 종류로 꽃의 이름 ‘푸른 큐피트’처럼 사랑을 의미하

는 꽃이다.이 2악장의 주 조성은 A Major이고 론도 형식으로 되어 있

다.ABA'C'A로 볼 수 있겠다.<표 422)>

<표 4>

22) Chia-Ning Lee, “Analysis and Performance practice of L¡¦horloge de Flore pour 

Hautbois Solo et Orchestre by Jean Françaix,” Soochow University, 2009,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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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에서는 8마디에 걸쳐 OboeSolo가 마치 카덴차처럼 연주된

다.5도 단 로 진행되는 멜로디는 4마디씩 두 번이 반복되는데 두 번째

에서는 약간 변형 된 비슷한 형태로 첫 번째 제시된 멜로디를 유머러스

하게 연장시키는 모습을 보여 다.

한 조성인 FMajor의 근음 F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음이 A

음이다.바로 다음에 등장할 조성인 A Major의 근음이다.이는 조성의

근음을 강조하기 좋아 했던 JeanFrançaix의 토 리즘이 돋보이는 목

이다.

새벽 3:00에 해당하는 고요하고 잔잔하던 멜로디와는 달리 새벽

5:00의 하루가 시작되는 활기찬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처음 시작 부분

은 1악장과 동일한 음정으로 개연성은 보이나,아티큘 이션과 빠르기에

변형을 으로써 익살스럽고 경쾌한 느낌을 다.마치 해가 뜨는 모습

을 떠오르게 한다. <악보 7>사랑과 련된 꽃이라 그런지 5/4박자를

사용한 춤곡으로 마치 연인이 즐겁게 춤을 추는 리의 어느 무도회장을

연상 한다.

<악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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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반주부에서 A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bridge가 나오는데

2도 계 하행으로 E→ D → C→ B♭ → A → G → F→ E→ D

를 거쳐 dminor에서 A Major로 자연스럽게 이조를 하고 있다.같은

패턴으로 2도 하행하는 동안,박자도 4/4에서 5/4로 바 기 때문에 박

자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게 응할 수 있다.<악보 8>

<악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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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가 끝나고 A부분에서는 같은 요소를 3개로 반복하고 있다.

a,a',a''로 나 어 살펴보겠다.처음 A 부분의 시작 주에서는 한

마디 안에서 두 가지 조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2박자는 A Major

로 3박자는 aminor로 흘러간다.2+3박자로 진행되는 가운데 A Major

와 aminor의 차이는 3음에서 나는데,minor에서도 특히 가락 단음계를

사용함으로 도(C)음과 도#(C#)음정의 차이를 가지고 익살스럽고 재미있

게 화성 진행을 시키고 있다.두 마디의 반주 후에 테마가 제시된다.이

러한 반주부분에 이어 오보에의 솔로부분에서도 역시 A Major와 a

minor의 3음인 C음이 계속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피아노 반주가

한 마디 안에서 화성이 변하는 것을 보여 다면,솔로 트에서는 한마디

단 로 화성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악보 9>

<악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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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제시 후 테마 A 의 반주부는 동일하지만 약간의 멜로디에 변

형이 일어난 형태의 a' 가 나타난다.a'는 마치 짧은 변주 형식

(variation)의 느낌을 갖는다.a'는 a선율에 약간의 장식음들과 박자

변형,스 일을 첨가해 a주제에 비해 좀 더 화려한 느낌을 갖는다.그러

나 반주 부분의 화성은 a와 동일하다.<악보 10>

<악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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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 a''변형은 반주부에서 일어난다.Solo없이 a의 멜로디를 1st

바이올린이 옥타 를 사용하여 화려하게 변주한다.<악보 1123)>

<악보 11>

23) Chia-Ning Lee, “Analysis and Performance practice of L¡¦horloge de Flore pour 

Hautbois Solo et Orchestre by Jean Françaix,” Soochow University, 2009,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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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2악장의 B부분이 이어진다.지 까지 가장 빠른 박자인

16분음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B부분의 멜로디에서는 강한 tonality를

보여 다.Solo한 마디 안에 주조성 CMajor의 계조 aminor의

근음 a음이 7번이나 나온다.A부분의 변형으로 볼 수도 있는 B

부분의 멜로디와 박자는 이러하다.<악보 12>

<악보 12>

그 후 같은 형태의 B의 b멜로디를 5도 계조인 E♭ 조로 받

아 반주형태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그 동안 OboeSolo에서는 새로운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다.바로 B부분의 c요소이다.따라서 B부분에서

는 b의 선율이 제시되고,b와 c의 요소가 함께 나타난다.5마디 연주가

끝난 후 다시 2도 하행 연결구가 나오는데,마치 2악장의 앞부분에서

처럼 두 마디의 2도하행으로 자연스러운 조를 하 던 것을 생각나게

하지만,이번에는 그 다음 마디에서 반주부가 이어받아 거꾸로 3도 상행

으로 올라가는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인다.<악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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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이러한 Françaix의 유머감이 보이는 에서 살펴본 B와 연결구를

지나,다시 2악장의 주조성인 A Major로 돌아와 A'부분으로 들어가게

된다.A'부분에서는 A -a에 해당하는 선율을 음을 도약을 사용해서

화려하게 펼쳐 놓았다.<악보 14>

<악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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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구 두 마디 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C부분은 D♭조성으로 시

작하여 d요소를 들려 다.4마디 후 F조성의 d'가 이어진다.2마디가

확장되어 bminor로 노래한 후 경과구 (B→ B♭)로 이어진다.<악

보 15>

<악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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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bminor-BMajor-B♭ Major를 지나 결국 이 조성의

원조인 A Major조성으로 A의 요소로 돌아온다.그 지만 지 까지

처음으로 선율을 먼 오 스트라가 제시한 후 OboeSolo가 두 마디 지

나 그 로 따라가는 형식의 모방 를 사용하 다.아주 짧은 악구에

불과하지만,이러한 악구를 통해 Françaix가 어떻게 신고 주의를

음악에 재치 있게 표 하고 재해석 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한 바로크 면모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악보 16>

<악보 16>

mm.119에서는 2악장의 맨 처음 주부에서 OboeSolo가 카덴차

와 같은 방식으로 연주했던 것처럼,마지막 2악장을 끝맺으며 역시 Solo

카덴차를 연주하게 된다.앞에 주부와 마찬가지로 음들 사이가 5도로

한 계를 이루고 있다.사실 5도 계 다음 음의 4도 계도 뒤집

어보면 마찬 가지로 5도 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음들이 5도 간격으

로 벌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악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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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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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D Major

(d minor  혼 )

 주 mm. 125-126

 A mm. 127-130

 A' mm. 131-134

 B mm. 135-139

3악장

이 곡의 느린 악장들은 체 으로 아주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3악장은 1악장보다도 더 짧은 총 15마디의 단순한 악장이다. 3

악장은 랑스어 Ciergeagrandesfleurs'이고, 어 이름으로는 'night

-bloomingCereus'이다.선인장과의 우뚝 솟은 cereus가 주제인 이 3

악장에서는 마치 사막의 지 지 타는 태양의 모습과 더운 공기와 함께

늘어지는 모습을 연상 한다.

느린 12/8박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OboeSolo는 아주 간단하게 선

율을 연주하지만,반주부분에서 화려하게 연주하고 있기에 지루하게 들

리지 않으며,단순함과 화려함이 공존하는 JeanFrançaix의 면모가 잘

보이는 악장이다.3악장의 구성은 이러하다.<표 5>

<표 5>

3악장의 주부는 짧은 두 마디로 구성되어 있고,반주 부분이

반복 인 모습으로 흘러가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두 마디가 복사를 해

놓은 듯 완 히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한 마디에 DMajor와 d

minor가 두 박자씩 번갈아 나온다.<악보 1824)>

24) Chia-Ning Lee, “Analysis and Performance practice of L¡¦horloge de Flore pour 

Hautbois Solo et Orchestre by Jean Françaix,” Soochow University, 2009,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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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3악장의 주가 끝나고서는 A가 끝 음 한 음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반복된다.A 멜로디는 이러하다. <악보 19> A 주제는 1st바이올린의

선율과 8도 간격으로 동일하게 유니즌으로 흘러간다.반주 유형은 처음

제시부에서 보인 것으로,곡의 끝 부분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

<악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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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 mm. 140~143

G Major

A mm. 144~159

B mm. 160~167

C mm. 168~187

B mm. 188~195

A mm. 196~204

4악장

4악장은 이 곡 가운데서도 가장 Jazz의 느낌이 강한 악장이다.

A-B-C-B-A 의 칭 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표 6>

Jazz느낌이 날 수 있는 이유는 4/4박자를 8분음표 단 의 3+3+2/8

의 박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르톡(Bela Bartok ,

1881-1945)도 사용했던 리듬으로 비 칭 박자(Asymmetricmeter)에

포함되는 불가리안 리듬의 일종이다.25)<악보20>

<악보 20>

25) 비 칭 란 5/4 , 7/8 , 3+3+2/8 , 3+4+2/8 등  상호 칭 지 않     

표를 가진 악곡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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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JeanFrançaix의 곡 4악장에서 나타난 3+3+2/8의 박자를 바

르톡이 사용한 로는 미크로코스모스 연습곡 153번에서이다.<악보

21> 26) 이 불가리안 리듬은 불가리아어의 운율법의 향을 받아서,주

로 2혹은 3의 단 를 여러 가지로 결합하는 형식을 취한다.(2+2+3,

3+2+3,3+3+2)

<악보 21>MikrocosmosNo.153

이 4악장에서 사용된 불가리안 리듬은 이러하다.기본 반주에 이러한

3+3+2/8의 리듬을 넣어놓고 오보에 주선율은 4/4로 진행된다.따라서

반주 부분에서 4번째 박자에 강세가 올 수 밖에 없다.이러한 불가리안

리듬의 기본 반주 덕분에 민속음악 같은 느낌은 물론 분명 클래식 음악

임에도 이고 Jazz와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악보 22>

26)  Bela Bartok  Mikrokosmos 연  , 화여 학 , 1996, 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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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체 으로 이 4악장은 마치 목 듀오의 곡처럼 클라리넷 주자와

오보에 솔리스트가 주선율을 주고받으며 진행된다.오보에 솔로가 주제

를 제시하면,클라리넷이 그에 해 답하고,클라리넷이 주제를 제시하면

오보에가 그에 답하는 형식으로 마치 목 듀엣곡과 같다.먼 A 주제

는 오보에가 선율을 제시한다.A 주제를 두 번 반복하고 나면,클라리넷

섹션에서 B주제를 제시한다.그 후 제시되는 C선율은 오보에의 주제

A 와 클라리넷에서 제시한 B선율을 혼합하여 보여주는데,오보에가 먼

다시 A 주제와 B주제 혼합멜로디를 연주하다 클라리넷에게 선율을

넘겨주면,이어 클라리넷이 연주하고 다시 오보에에게 순서를 넘겨주어

그 후로는 4마디씩 번갈아 솔로 주제를 연주하며 4악장을 마치게 된다.

<악보 23>



- 40 -

<악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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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악장

마치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느린 악장인 5악장

은 17시에 피는 꽃 BelledeNuit 어로 Moonflower한국어로는 밤나

팔꽃으로 볼 수 있다.해가진 후 녁에 피는 이 꽃은 향기가 강하다.

모든 악장이 아타카로 연결되어,악장 구분의 느낌이 들지 않지만,

특히 4악장에서 5악장으로 넘어가는 연결구는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이어

지며 조성이 변한다.오보에가 끌고 있던 지속음 B음은 바이올린이 받아

음을 2마디 동안 끌면서 자연스럽게 조된다.그 다음 처음 두 마디는

eminor 조성으로 근음(E)의 5도인 B음으로 2 하여 가장 음에

지속음으로 둠으로 화성 인 색채를 제일 약하게 하 으며,<악보 24>

모호하게 화성이 확립되지 않은 채 2마디 후 5악장의 진짜 주제 화성이

라고 할 수 있는 EMajor를 소개하게 된다.이러한 조체계는 드뷔시

나 라벨 같은 화성 인 색체를 모호하게 하고, 랑스 몽환 인 색채

를 짙게 만든 랑스 작곡가에게서 많이 보여 진다. 조성이 모호한 채

B음을 지속음으로 끌다,솔로가 시작되기 마디에서 주제가 되는 조성

의 으뜸음을 지속음에서 제시해 으로써,조성확립을 명쾌하게 시켜

다.<악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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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악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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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주제선율이 제세된 후 계속2마디 단 로 다양하게 조된다.

C#Minor⟶ EMajor⟶ aminor⟶ cminor⟶ EMajor로 돌아오는

데 마지막 원조로 돌아가는 cminor에서는 4마디동안 Ⅳ ⟶ Ⅴ ⟶ Ⅳ

⟶ Ⅴ ⟶ Ⅰ로 긴장감을 조성하며 지속음을 확장하여 원조로 다시 되돌

아온다. 터 23에서 Major1도의 2 를 사용하여 최 음에 B음을

추가하여 음역을 확 하 으며,지속음을 더욱 강화한 모습을 볼 수 있

다.<악보 26>

<악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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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  

연결
mm.240-247 e minor

A mm.248-255

b minor

B mm.256-269

A mm.260-284

C mm.285-295

A mm.296-303

B mm.304-314
b minor ⟶

B Major

A 생략

6악장

19시에 피는 꽃에 해당하는 Geranium triste슬 제라늄이라는 뜻을

가진 6악장에서는 부제와는 달리 아주 활발하고 쾌활하게 시작한다.1분

50 정도의 74마디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악장이지만,고 시 의 작

은 론도의 형식 (ABACABA)으로 작곡되었다고 볼 수 있다.<표 7>

<표 7>

반주는 독특한 형태로 주선율을 릇이, 성부 반주를 클라리넷이

하게 되는데,처음부터 끝까지 두 악기가 주를 이룬다.<악보27>

<악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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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악기의 반주부가 끝난 후 오보에의 Solo가 시작되는데,마치 목

3 주의 연주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다.목 을 해 여러 곡을 작곡

했던 JeanFrançaix답게 오보에의 주곡에도 마치 목 앙상블을 사용

함으로 그의 캐릭터가 여실히 드러난다. 한 5악장에서의 큰 특징이

음부에 계속 반복되어 나왔던 지속음이라고 한다면,같은 맥락으로 6악장

은 스타카토로 소개하는 동음반복을 들 수 있겠다. 반주부에서 같은 음

을 3번 내지 4번씩 반복함으로 그 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악

보 28>

<악보 28>



- 46 -

6악장에서의 하나의 큰 특징은 장식음이다.특유의 짓궂고 익살스

러운 JeanFrançaix의 음악은 장식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리듬을 변형시

키거나 장식음을 붙여 으로 화려함이 더해진다.<악보 29>

<악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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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악장

7악장은 기존의 6악장을 총체 으로 보여주는 악장이라고 할 수 있

다.그간 앞에서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의 특징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간혹 1악장에의 주선율이 튀어나오기도 하고,리듬이나 멜로디의 약간의

변형을 통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 체 으로 스타카토 반주를

사용함으로 6악장의 모습도 떠올리게 된다.우선 1악장의 베이스에서 반

주하던 선율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1악장 베이스 부분

이 5도 하행권,상행,하행을 반복하며 진행된다.<악보 30-1악장의

베이스 선율><악보 31-7악장의 베이스 선율>

<악보 30-1악장의 베이스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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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7악장의 베이스 선율>

1악장의 멜로디 부분이 7악장의 호른 트 솔로로 튀어나오기도 한

다.<악보 32-1악장의 반주부 멜로디><악보 33-7악장의 반주부분

에서 나오는 1악장의 멜로디 선율>7악장의 주멜로디와 1악장의 주멜로

디가 함께 출 함으로 이 에 들었던 멜로디를 회상하며 이 곡을 마무리

해 주는 듯 한 느낌이 든다.<악보 34-7악장의 주 멜로디>

<악보 32-1악장의 반주부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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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7악장의 반주부분에서 나오는 1악장의 멜로디 선율>

<악보 34-7악장의 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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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악장에서 나타났던 3+3+2리듬 덕분에 4번째 박자에 강세가

왔던 것과 같이 마지막 악장에서도 4번째에 강세가 오도록 작곡된 부분

은 4악장을 떠올리게 한다.<악보 35-4악장의 반주 리듬><악보 36-

7악장의 4번째 박자 강세>

<악보 35-4악장의 반주 리듬>

<악보 36-7악장의 4번째 박자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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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듯 7악장에서는 앞의 악장들에 나왔던 모든 요소가 섞여있기 때

문에 새롭지만 익숙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마지막 악장은 마치 Coda의

형식같이 마무리 하는 느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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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 까지 살펴 본 JeanFrançaix의 「L'HorlogedeFlore」작품에서

는 발랄함과 경쾌함,단순하면서도 화려함을 통하여 그가 랑스 작곡가

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기라도 하듯 매우 랑스스러운 음악을 보여

주었다.특히 이 곡에서는 신고 주의의 면모 특히 5도 진행의 많은 사

용,5도 상행 하행 베이스,bridge역할의 2도 하행을 통한 조,모방

들을 통하여 바로크의 요소를 으로 잘 해석한 들을 볼 수 있

었다.모음곡 형식으로 끊임없이 7악장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의 이 작품

은 JeanFrançaix의 색채와 잘 짜여 있는 그의 형식과 작곡방식을 여실

히 드러내는 훌륭한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JeanFrançaix는 음악의 소재를 주로 랑스 문학작품에서 찾았는

데,실제로 가장 유명한 문학작품들이 그의 음악 주제가 되었다.따라

서 그는 많은 랑스 작곡가들이 좋아했던 말라르메로부터 감을 받아

꽃시계라는 시간 흐름에 따른 유쾌하면서도 아름답고 선율 인 곡을

창조해 내었다.이 게 탄생한 음악의 스타일은 단호하면서 결연한 음조

를 유지하면서도,harmony를 활용한 음색을 매우 자유로운 방식으로 표

해 낸다.자유로운 Major와 minor의 혼용을 통해 곡의 발랄함과 음악

으로 아름다운 요소들을 이끌어 내었고,아주 단순한 선율로 연주하기

당한 테크닉을 요하면서도 오 스트라와 조화를 이루어 매우 화려하고

기교 으로 들리는 청 들의 요구도 충족시키는 최고의 곡을 탄생시켰

다.이러한 때문에 작곡되었을 당시 폭발 인 인기를 얻었고,

1974-1984년의 10년간 미국에서만 100회 가까이 연주되었던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JeanFrançaix의 생애와 그의 작품 방식을 통해 우

리는 20세기 랑스에서 나타난 음악의 특징들과 20세기 랑스에서 나

타난 신고 주의 형식에 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었다.그의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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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orlogedeFlore」의 화성과 구조를 통하여 그의 작곡방식과 표

방식을 보고,그의 색채를 더 살리기 한 연주방법도 고려해 보았다.

본 논문의 목 은 JeanFrançaix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그의 작

품들이 더욱 빛을 발하고 알려져서 많은 무 에서 청 들에게 좋은 음악

으로 친숙하게 다가가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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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http://h2g2.com/dna/h2g2/A5170024 (201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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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르메의 꽃 한국어 번역28)>

꽃

태 에,옛 창공의 황 빛 사태에서

별 무리의 원한 에서 옛날 는

아직 고 불행의 더러움이 없는 지구를 해

그 한 꽃받침을 떼어놓았다.

가는 목을 가진 백조의 갈색 라디올러스나

짓밟힌 새벽녘의 수치심이 물든

천사의 순결한 발가락처럼 붉은 빛의

추방된 혼의 성스러운 월계수나

히야신스나 부시게 빛나는 도 양이나

여자의 살과도 같은 장미도

그것은 잔인하다,빛나는 뜰에서 피어나는 에로디아드,

야생의 피 빛으로 잠기는 꽃이여!

는 백합이 오열하는 흰 빛을 만들었다.

그것은 창백한 지평선의 푸른 향기를 넘어서

흰 빛이 스치는 한숨의 바다 를 굴러서

물 흘리는 달을 향하여 꿈꾸듯이 올라간다.

거문고 나 향로 속에 환희의 노래!

우리의 성모 마리아여,우리의 지옥의 변경의 찬가!

천국의 황혼으로 이 메아리를 완결하라

황홀한 시선,반짝이는 후 이여!

아아,어머니여,그 는 그 의 상한

품안에 미래의 유리병을 흔드는 꽃받침을 만들었다.

향기 나는 ‘죽음’을 가진 큰 꽃도

생활이 창백해진 시인을 해

28) StephaneMallarme,『말라르메 시집』 이 오 역,숭실 학교 출 부 ,1999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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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andExaminationon

JeanFrançaix's(1912-1997)

L'HorlogedeFloreforOboeandOrchestra

(Flower-Clock)

EunYoungCho

OboeMajor,DepatmentofMusic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Jean Françaix (1912-1997) was a pianist and, at the same time, a 

composer with artistic depth. In addition to producing approximately 

250 pieces of works for operas, cantatas, symphonies and concertos, 

he composed brilliant works for wind instruments as well. Out of all 

the works the「L'Horloge de Flore」certainly draws attention, which 

he completed in 1959. The piece contains splendid, yet beautiful 

melodies, so many oboists find it highly amusing to become part of 

the music by playing it often.

   No one, however, have ever undergone any in-depth study for the 

music or any analysis for the composer because Jean Françaix was 

among 20th century composers. Accordingly as part of an effort to 

commemorate the 100th year since Jean Françaix’s birth, this thesis 

paper endeavors to appropriately re-evaluate value associat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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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k by investigating its cultural background and French 

contemporaries. Also this paper will look into marking events of his 

life and analyze how those events led to forming the key 

characteristics displayed in「L'Horloge de Flore」. The remaining 

effort will focus on harmonic, structural analysis of the piece, with 

intention to comprehend it even more thoroughly so that musicians 

can be better guided to deliver the music in performance.

  This music is officially entitled, 「L'Horloge de Flore」, in English 

“Flower Clock” A Swedish biologist, Carl von Linne ( 1707 - 1778 ), 

laid his eyes on special flowers undergoing both blossoming and 

withering process all in one day with specific time schedule. 

Reflecting on this unusual phenomenon in nature, Carl von Linne 

devised a clock whose time is designated by these flowers, not by 

conventional numbering system. Together with Carl von Linne, a poet 

named Stephane Mallarmé also gave attention to this clock and finally 

influenced Françaix leading to compose a musical piece in which that 

each movement describes seven different flowers blossoming and 

withering at different, yet distinctive hours. This thesis will touch on 

the formation and structure, investigate on how the seven movements 

are coherently related to each other in terms of progressing over the 

flower clock system, and also evaluate meanings associated with 

flower titles given to each movement. An interesting observation will 

be made upon the correlation between melodies and the flower title 

of movement containing the melodies, and upon the measure taken to 

visualize the lively flowers in nature through the means of music.

Key words : Jean Françaix , Flower clock , Linne , Nadia Boulanger,  

              Oboe

Student ID : 2010 - 2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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