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2.0/kr/


음악학 석사학위논문

F.Schubert 가곡의 

Text와 Harmony의 상관관계 

2013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작곡전공

강 경 묵





F.Schubert 가곡의 

Text와 Harmony의 상관관계

지도교수  전  상  직

이 논문을 음악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작곡전공 

강  경  묵 

강경묵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 년   2 월

위 원 장 정 태 봉 (인)

부위원장 이 돈 응 (인)

위 원 전 상 직 (인)





- i -

국문초록

   “예술가곡은 민속음악이나 가요와는 구별되는 연주용 노래이다. 전통적으로 

예술가곡은 예술시를 바탕으로 쓰여 졌으며, 민속음악이나           

가요와는 달리 피아노 반주 성부는 연주자의 즉흥이 아닌 

작곡가에 의하여 철저하게 쓰여져 있다.”1)  

  위에 인용된 예술가곡의 정의를 살펴보면 예술가곡은 문학과 음악이라는 서

로 다른 예술분야를 결합한 장르임을 알 수 있다. 두 분야가 대등하게 결합하

기 위하여 음악의 구성 원리로 시의 운율, 구조, 정취, 심상, 시어의 의미 등을 

표현하고 필요에 따라 각각의 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가 지닌 구성

요소들을 변형하게 된다. 

 슈베르트에게 있어서 예술가곡은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장르일 뿐만 아니라 독일가곡의 역사적으로도 ‘낭만파 예술가곡의 성립’이라는 

업적이 되었다. 또한 슈베르트는 피아노의 역할을 반주에 국한시켰던 이전의 

가곡과 달리 노래와 피아노의 2중주를 목표로 삼고 구현하였다. 

 본 논문은 슈베르트의 가곡에서 Text의 심상 및 정취 그리고 의미와 

Harmony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처음 두 부분은 화음 

및 조의 수평적 연결에 있어 나타난 원근감이 Text와 지니는 연관성을 살펴보

았고, 이어서 화음의 수직적 울림 및 화음 구성음의 추가와 생략을 통한 음향

적 취급과 Text, 마지막으로 화성적 리듬 변화의 완급 조절과 Text의 상관관

계를 연구하였다.   

1) Don Mihael Randel, “Harvard concis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Belknap press, 1999년 p.36

　　　이하 원문은 아래와 같다. :　 Art song. A song intended for concert

repertory, as distinct from a folk or popular song. An art song traditionally is

a setting of a text of high literacy quality and, unlike most folk and popular

songs, includes an accompaniment that is specified by the composer rather

than improvised or arranged by or for the per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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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슈베르트의 리트(Lied)는 일반적으로 ‘피아노 리트’라고도 전해지고 있지만, 

그것은 피아노가 단순히 가창 성부의 반주에 국한되지 않고 텍스트가 

표현하는 세계나 시의 배경 등을 음향적으로 그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어떤 때에는 물레가 도는 소리를 그리고 있으며, 

   말이 달리는 소리를 상징하기도 하여 화성적인 음향에 의해서 심리상태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2)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세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독일 예술가곡은 슈베

르트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나 슈만 브람스, 볼프, R.슈트라우스, 그리고 말러에

게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당시 ‘낭만주의’라는 시대적 배경과 독일 최고 낭만

주의 시인들인 괴테(J.W.Goethe, 1749-1832), 실러(F.Schiller, 1759-1805), 하

이네(H. Heine, 1797-1856)등의 작품, 피아노 제작기술의 발달 그리고 당시 

유행하던 살롱문화가 19세기의 독일 예술가곡 발달에 뒷받침하였다.   

   “그는 시가 소리를 내도록 그리고 음악이 말하도록 했다. 이 둘은 

    귀부인과 하녀가 아닌 자매로서 슈베르트의 무덤 위에서 포옹한다.”3)

2) 김홍언, “작곡가별 명곡 해설 라이브러리-슈베르트”, 음악세계, 2001년 11월 30일,

P.21

3) 엄선애, “독일음악 속의 문학”,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6년 2월 25일 ,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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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적힌 슈베르트의 묘비명4)이다. 이를 통해 그의 작품 중 예술가곡이 가

장 중요한 업적이며, 그가 그 장르에서 추구했던 노래와 피아노의 2중주를 확

립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남긴 약 1,200작품 중 가곡이 600여 곡을 차지하

는 만큼 작곡된 형식 또한 매우 다양하며, 음악을 구성하는 리듬, 선율, 화성 

그리고 더 나아가 음향을 가지고 시어의 악센트, 화자의 감정변화, 시의 심상 

등을 음악의 원리에 맞게 구성하였다.

 본 논문은 슈베르트가 가곡작품에서 시를 음악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화성적

으로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화음의 수직/수평적 측면, 조성간의 거리, 

화성적 리듬을 살펴볼 것이다. 

4) 프란츠 그릴파르처가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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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1. 화음진행과 text의 상관관계

   1.1. 화음의 장단 변화

    1.1.1. 3음의 변화로 인한 장-단 변화

     

 장3화음은 화음 3개의 화음 구성음중 낮은 두 음의 음정이 장3도이고 위의 

두 음의 음정은 단3도 이다. 반면에 단3화음은 낮은 두 음의 음정이 단3도이

고 위의 두 음의 음정은 장3도이다.5) 

(악보 1) 장3화음과 단3화음

 이 두 개의 화음은 각기 다른 음색을 가지는데 장3화음이 단3화음보다 협화

도가 높기 때문에 보다 보다 밝은 음색을 지닌다.6)이러한 현상에 대한 근거로

써 배음현상을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배음현상이란 어느 한음을 울리면 그 발

음체가 전체가 진동하는 동시에 


도 동시에 진동하고 


, 


, 


 등도 동시에 

진동하는 것이다. 


의 발음체에서는 두 배의 진동수로 된 음이 나오고 


의 

5) Don Mihael Randel, “Harvard concis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Belknap press, 1999년 p.681

6) 백병동, “화성학”, 수문당, 2013년 1월 15일, 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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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체에서는 3배의 진동수의 음이 각각 나온다. 이처럼 2배, 3배, .....등으로 

울리는 음을 배음이라고 한다.7)

C의 배음열은 아래와 같다. 

위의 배음열에 나타나는 음을 순서대로 적으면 아래와 같다.

 

 

 이와 같이 장3화음은 기음과 3배음, 5배음으로 만들어지지만 단 3화음의 3음

은 배음열에 속하지 않는 음으로 상대적으로 배음열의 기음에 가까운 음으로 

만들 수 있는 장3화음에 비해 불협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7) 백병동, “화성학”, 수문당, 2013년 1월 15일, 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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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Op. 25, D.795, Die Schöne Müllerin no.3 Halt! (정지!8))mm.25-29

Text: Wilhelm Müller

                 G : D9)       C :　Sp         -        Sp

            

                         (D10)   --->  d)         (d        d

)    

8) 피종호, “독일 연가곡”, 유로서적, 2007년 2월 28일 초판, P.59

9) P,p = 나란한화음, G,g = 반 나란한화음, 대문자 = 장3화음, 소문자 = 단3화음

Diether de la Motte: 화성학, 서정은 역, 서울, 음악춘추사, 2011.

Major

Stufe

(음도)
I ii iii IV V vi vii°

Funktion

(기능)
T Sp

Dp

Tg
S D

Tp

Sg
D/ 7

Minor
Stufe i ii° III+ iv V VI vii°

Funktion t - - s D sP D/ 7

구성음 간의 거리
코드 기호 음

3도 5도

장3화음 장3도 완전
C, CM, C△, Cma,

Cmaj
C-E-G

단3화음 단3도 완전 Cm, C-, Cmi, Cmin C-E♭-G

증3화음 장3도 증5도 C+, C , Caug C-E-G#

감3화음 단3도 감5도 C , Cm(♭5), Cdim C-E♭-G♭

10) http://ko.wikipedia.org/wiki/%ED%99%94%EC%9D%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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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2)에서 mm.30-32 3음이 하향 변화되어 장3화음에서 단3화음으로 진행

하는 두 부분의 가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i willkommen, ei willkommen, süßer Mühlengesang!          

              반갑구나, 반가워,         감미로운 물방아의 노래!

Und das Haus, wie so traulich! und die Fenster, wie blank! 

        저 집은 얼마나 아늑한지!     저 창문은 얼마나 반짝이는지!11)

               

 시의 의미와 분위기의 전환을 이끄는 화음 진행의 예시가 나오는 부분의 가

사는 위와 같다. 첫 번째 화음진행은 G major 딸림화음(Dominant)에서  C 

major 버금딸림화음의 나란한 화음(Subdominant parallel)로 진행하고 있으며 

두 번째 화음진행은 C major의 버금딸림화음의 나란한 화음(Subdominant 

parallel)에서 5음 하향 변화 된 버금딸림화음의 나란한 화음(Subdominant 

parallel)로 진행하고 있다. 구성음이 반음 하향(下向)하는 이 두 화음진행 모

두 장3도에서 단3도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불협화로 야기된 어두운 

음향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Und das haus(저 집)가 이 시에서 화자에게 어떤 의미

를 가지고 있는 지 파악하면 슈베르트가 어떠한 연유(緣由)로 저러한 화음진행

을 사용하여 슬프게 처리하려고 위와 같이 노력했는지 더 깊게 이해 할 수 있

다. 그것은 아래의 글을 살펴보면 유추 할 수 있다.

 “일하던 직장에서 고용기간이 끝난 어느 청년은 더욱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평소에 

별렀던 여행길에 나선다. 흐르는 개울을 따라 걸어가던 중, 어느 물방앗간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을 보게 된다. 청년은 그런 개울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결국 이 물방앗간에서 일하게 된다. 

11) 피종호, op. cit.,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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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에 대한 사모의 정은 점차 깊어가고, 이후 얼마간의 서정시가 이어진다. 사모의 

정은 격렬한 초조함으로까지 이른다. 소녀의 마음은 이윽고 그에게로 끌리고, 청년은 

가슴 가득히 밀려오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 이후 소박한 감상이 계속된다. 그리나 

그것도 잠깐, 물방앗간 부근에 사냥꾼 한 사람이 나타나 소녀의 마음을 앗아간다. 

소녀에게 애원해 보아도, 홀로 한탄해 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결국 그는 

소녀와 헤어져 길을 떠난다. 

 실연당한 청년은 이제 갈 곳이 없었다. 마침내 청년은 그에게 처음부터 길을 인도해 

주며 줄곧 지켜보아 주었던 개울을 향해 몸을 던진다. 물속에서 영원의 휴식을 취하는 

청년에게 개울은 조용히 위로의 자장가를 불러준다.“12)  

 

 슈베르트의 3대 연가곡집 중 첫 번째로 작곡된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의 text는 빌헬름 뮐러(Wilhelm Müller)의 <숲 속에서 호른주자가 남긴 시

(Gedichte aus dem Hinterlassenen Papieren eines Waldhornisten)>인데 이

것은 같은 연가곡집인 겨울 나그네와 백조의 노래와는 달리 특정한 줄거리가 

있다. 그 줄거리에서 유추할 수 있는 Und das Haus, wie so traulich!(그리운 

저 물방앗간)은 주인공 청년이 흐르는 개울을 따라 발견한, 소녀를 만나는 장

소를 나타낸다. 소녀를 만난 것은 일시적으로 청년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

다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청년의 죽음을 이끄는 비극적인 일이 되어버린다. 그렇

기 때문에 개울을 따라 발견한 저 집이라는 장소는 결국 청년의 죽음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12) 김청자, “Schubert I Die Schöne Müllerin, Winterreise, Schwanengesang”,

태림출판사, 2006년 3월 20일 신판,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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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Op. 25, D.795,Die Schöne Müllerin no.8 Morgengruß.(아침 인사)mm.9-14

Text: Wilhelm Müller

  

         C : D(   -


      


       -


  


     ) d :　ｓ      　　　　　　　 D
                                                　　　　                              

 

                                     ( G           g )  

         

 위의 예시를 살펴보면 12마디에 C major의 Dominant로 반종지를 하고 그 

다음 마디에는 3음이 반음 내려간 minor dominant 가 나와서 장3화음에서 단

3화음으로의 변성화음진행이 나타난다. 그 양쪽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사들을 

화음과 같이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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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als wär' dir was geschehen? 

예쁜 머리 그대는 어디에 숨어있나요?

Verdrießt dich denn mein 

Gruß so schwer? 나의 

인사가 그대를 

불쾌하게 했나요? 

2절
von ferne, ganz von ferne!  

멀리서, 아주 멀리서나마!

Du blondes Köpfchen, 

komm hervor! 

금발머리 그대여, 

밖으로 나와주오

3절
was scheuet ihr die Sonne? 

그대들은 어찌하여 태양을 꺼리는가?

Hat es die Nacht 

so gut gemeint, 

밤이 그렇게도 좋은가?

4절
 in Gottes hellen Morgen! 

이 축복받은 맑은 아침에

Die Lerche wirbelt

in der Luft; 

종달새 하늘을 날고13)

(괴로움과 번민을 외치는 종달새)

(표1) Morgengruß.(아침 인사)mm.9-14 화음 진행 및 가사 진행

  

     C : D                                  d :　ｓ            

  　　　　　　 ( G 　　　　　　　    ---＞　　　　　  　    g )               

 

13) 김동운, “성악인을 위한 독일예술가곡 노래말 사전 I”, 지음, 2007년 1월 20일 , 

P.1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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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마디에 해당하는 C major의 딸림화음으로 반종지하는 부분의 가사는 

1절이나 3절처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 태양을 두려워하나? 처럼 의문문

처럼 되어 있거나 4철처럼 아침이 밝아오면 처럼 기대를 나타내는 text가 쓰

이는데 반하여 13마디에 d minor의 버금딸림화음이 나오는 부분의 가사는 

1,3,4절처럼 부정적인 단어나 느낌을 나타내는 Verdrießt(불쾌하게 하다,싫어지

다), Nacht(밤), Lerche(사랑의 근심, 걱정을 노래하는) 등의 가사가 쓰이거나 

2절처럼 그리움의 대상을 보고 싶어 하는 심정이 잘 묘사되어 있다. 장3화음에

서 3번째 음이 반음 하향 변화된 단3화음으로 진행 할때 색채가 어두워지는 

것과 같이 가사의 내용도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거나 그리움의 심정이 나타나

는 것 등의 슬픈 가사가 나와서 화음진행과 가사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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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3음을 공통음으로 한 단-장 변화

  

 이 화음진행은 3음이 변화해서 장-단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달리 3음을 공통

음으로 변화하지 않고 근음과 5음이 변화하여 단-장 변화가 일어난다. 전자의 

경우는 3번째 음만 변화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근음과 5번째 음, 두 음의 변

화를 포함하고 화음의 근음의 변화가 가져오는 화음의 이질성은 전자의 경우

보다 크다. 따라서 이러한 화음진행에 수반되는 text역시 더 강조 될 수 있다.  

(악보 4) D.957 Schwanengesang no.6 In der Ferne(타향에서14)) mm.15-20

Text: Ludwig Rellstab

          b : D     t      t   -      d : tG          -            t
                                
                                 


                                                                   


        

                               ( b   --->   B♭)              

14) 김동운, Ibid., P.209



- 12 -

(악보 5) D.957 Schwanengesang no.6 In der Ferne(타향에서) mm.45-46,69-70 

 

 

       b : t        d : tG                     B : t          d : tG

          ( b   --->   B♭)                    ( b     --->    B♭)

 윗 부분들의 화음진행을 살펴보면 b minor의 tonic에서 3음인 D를 공통음으

로 하고 근음과 5음이 반음 하행하여 B♭ 화음이 되는데 이 화음은 조적으로 d 

minor의 tG이 된다. 이 화음진행은 1.2.1.에서 나왔던 3음의 변화로 인한 화음의 

장단변화보다 화성 및 조적으로 더 먼 관계의 화음의 장단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된다. 그 부분의 해당하는 가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Heimat vergessenden,  Mutterhaus hassenden,

고향을 잊어버린자 생가를 미워하는자 _(악보4)

 

Heimwärts sich wendende! Busen, der wallende, Klage,  

      고향으로 향하는, 고동치는 가슴,       솟구치는  탄식,_(악보5)

 

Dies treue Herze brach  나의 이 성실한 마음을 찢어놓으며15)_(악보6)

15) 김동운, Ibid., P.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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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mat vergessenden, Mutterhaus

고향을 잊어버린자 생가를

hassenden,

미워하는(자)

Heimwärts sich wendende! Busen, der

고향으로 향하는 고동치는 가슴, 잦아드는 탄식,

wallende, Klage,

솟구치는 탄식

Dies treue

나의 이 성실한

Herze brach

마음을 찢어놓으며

 

이 시는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정처없이 떠도는 자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 탄

식이 드러나 있는 시이다. 위의 화음진행은 그 대상에 대한 아쉬움의 감정이 

드러나 단어 hassenden-미워하는, verhallende-솟구치는(탄식), Herze brach-

마음을 찢어놓으며 들에 쓰여 그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표 2) In der Ferne(타향에서) 화음진행 및 가사 진행 mm.15-16, 45-46, 69-70

            

                 b : t              d : tG

                           ( 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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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6)3도관계

   1.2.1. 공통음이 하나 있는 3도 관계

 “3도 관계(mediant rlationship / Terzverwandtschaft)는 공통음이 두 개 

있는 온음계적 3도 관계 및 하나 또는 전혀 없는 반음계적 3도 관계로 

구분된다. 물론, 공통음의 다소(多少) 및 유무(有無)가 곧 

두 화음의 근친성을 대변한다.”17) 

         

(악보 6)Auflösung(소멸), D.807, mm.37-40 

Text: Johann Baptist Mayrhofer

       B :D             -          T                         
                                  
                           G : DP                     T
                                  

16) 본 논문에서 공통음이 두 개 있는 3도 관계를 언급하지 않고 공통음이 한 개 있

거나 없는 3도 관계만을 언급하는 이유는 공통음이 두 개 있는 3도 관계는 인접

한 두 화음간의 음색적 동질성이 높고 음악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

한 화음진행이 사용되는 부분에서 가사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17) 전상직, “메시앙 작곡기법”, 음악춘추사, 2005년 6월 20일,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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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flösung(소멸)이라는 제목을 가진 위곡은

 

태양, 소리, 봄의 아름다움, 달콤하고 영적인 천상의 합창 

등의 존재를 언급하며 

그것들이 숨어 버리길(태양), 

침묵하길(소리), 

도망가길(봄의 아름다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천상의 합창) 

화자는 언급한다. 그 후 각각의 존재들에 대하여(welt : 세상) unter(몰락하다, 

파멸하다)라고 얘기할 때 위의 화음진행이 나타난다.   

 변성화음의 반 나란한 화음진행은 3도 관계이지만 공통음이 하나밖에 존재하

지 않아 공통음이 두 개가 존재하는 나란한/반 나란한 화음의 관계에 비하여 

조적거리가 멀고 음질적 동질성이 떨어진다. 여기서는 ‘몰락하다’의 뜻으로 사

용된 ‘unter'라는 가사에서 G major 딸림화음의 나란한 화음의 변성화음에서(B 

major) 으뜸화음(G major)화음으로 진행하면서 가사를 강조하고 있다.

(표4) Auflösung(소멸) mm.38-39 화음진행 및 가사 진행

himmlisch singen

숭고하게 노래한다.

geh’unter Welt

세상이여 침몰하고 어지럽혀라

  

  

      
    B : T                          
         5   
    G : DP                    T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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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나타나는 예시는 음악적인 이유로 인하여, 같은 가사를 지닌 악구에 다

른 화음진행이 쓰인 경우로, 세 번째 반복에서 변화된 형태로 등장한다. 

         

(악보 6) D.957 Schwanengesang no.5 Aufenthalt (보금자리18))mm.7-14,111-118  

Text: Ludwig Rellstab

  

        e : t          D           -     t       (t)         s

      D -   t    

                                                         

         

(악보 7) D.957 Schwanengesang no.5 Aufenthalt (보금자리)mm.119-125

Text: Ludwig Rellstab

        (D)           S          s           T         t    

     e :  t            -          -           -         -         sp
          

18) 김동운, op. cit.,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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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두 악구에 나타난 가사는 아래와 같다.

Rauschender Storm, brausender Wald,  

넘실대며 흐르는 강, 살랑이는 숲,

starrender Fels mein Aufenthalt.       

울퉁불퉁 솟아있는 바위야말로 나의 보금자리.19)

 (악보 7) 가사 starrender Fels 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mm.11-12, 115-116) 

e minor에서 t 이후  s

 화음이 등장하는데 반해, (악보 13)에서 제시된 부분

에서는(mm.123-124) 공통음이 하나인 3도관계의 e minor 의 t에서 sp으로 

진행 한다. 두 진행 모두 기능적으로 t에서 s로 진행하지만 뒤의 악구에서는 s

대신 s의 나란한 화음의 변성화음(sp)이 쓰임으로써 이전 악구의 진행에 비하

여 더 강조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 화음진행이 나타나는 부분의 text는  starrender Fels (울퉁불퉁 솟아 있

는 바위)이고 시 전체의 맥락에서 이 text는 울퉁불퉁 솟아 있는 바위는 나의 

보금자리이고 바위 덩어리로 된 태고의 무쇠처럼 나의 고통, 고뇌도 영원할 것

을 의미한다. 이렇듯 가사의 반복 및 화성진행의 변화는 청자에게 특정 가사를 

강조하여 전달 할 수 있다.    

(표 5)Aufenthalt (보금자리) mm.119-120

starrender(우뚝솟은) Fels(바위：영원히 지속될 나의 고통, 고뇌)
  

     

　　　　e :　t　　         sp       

19) 김동운, op. cit.,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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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D.957 Schwanengesang no.13 Der Doppelgänger(분신20))mm.9-12

Text: Heinrich Heine      

       b :　t                d           tG               D                                          
                                                           

in disem Hause wohnte mein schatz; 

이 집에 나의 님이 살았었지.21)

(악보 9) D.957 Schwanengesang no.13 Der Doppelgänger(분신) mm.31-32         

      
        b : tG           D




                                                  

und ringt die Hände vor Schmerzensgewalt;

고통스럽게 힘껏 두 손을 비비는데

20) 피종호, op. cit., P.195
21) 피종호, op. cit.,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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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D.957 Schwanengesang no.13 Der Doppelgänger(분신) mm.40-42

        

        b : tG            D

                                                

der Mond zeigt mir meine eigne Gestalt.   

 달빛에 비친 그는 바로 내 모습.

  위에 나타나는 (악보 14), (악보 15), (악보 16)은 모두 기능적으로는 으뜸화

음(tonic) - 딸림화음(dominant) 화음 진행을 하고 있으나 으뜸화음 대신 그 

화음의 반 나란한 화음(tG)을 사용함으로써 공통음이 하나 있는 3도 진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t-D진행이나 공통음이 두 개 있는 3도 진행을 할 때 보

다 화성적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난다.

 시 전문(全文)에서 위의 화음진행이 나타나는 부분의 가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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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l ist die Nacht, es ruhen die Gassen,

밤은 고요하고, 골목길은 한적한데 

In diesem Hause wohnte mein Schatz;

 이 집에 나의 님이 살았었지.

Sie hat schon längst die Stadt verlassen,

 님은 도시를 떠난 지 오래지만, 

Doch steht noch das Haus auf demselben Platz.

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네

Da steht auch ein Mensch und starrt in die Höhe

거기 한 사람이 서서 산을 바라보다가

Und ringt die Hände vor Schmerzensgewalt;

고통스럽게 힘껏 두 손을 비비는데 

Mir graust es, wenn ich sein Antlitz sehe -

그 얼굴 보니 소름 끼치네

Der Mond zeigt mir meine eigne Gestalt.

 달빛에 비친 그는 바로 내 모습

Du Doppelgänger, du bleicher Geselle!

그대 나의 분신, 창백한 젊은이여!

Was äffst du nach mein Liebesleid,

 어찌 사랑의 괴로움을 따라 겪는가

Das mich gequält auf dieser Stelle

그 옛날 바로 이 자리에서 

So manche Nacht, in alter Zeit?

 수많은 밤 나를 괴롭혔던 그 괴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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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날 연인을 잃은 괴로움을 연인이 살았던 그 장소 앞에서 서성이고 있

는 한 남자를 보며 회상하고 있는 화자는 그 남자가 결국 본인과 같은 괴로움

을 겪는 모습을 보고 그 남자와 본인을 동일시하며 같은 괴로움을 겪는 모습

이 이 시에서 나타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시 전체에는 음울한 심상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나의 님,

고통스럽게,

그는 바로 내 모습

 위 가사들은 tG-D 의 공통음이 하나 있는 3도 진행을 강조 되고 있다.

그리고 위의 3개의 가사는 원론적으론 같은 화음진행이 나타나지만 

악보15에서 고통스럽게 라는 가사는 tG-D 진행에서 D가 5음 하향되어 수직적 

불협화도 및 수평적 화성적 변화가 악보 14의 나의 님이라는 가사가 나올때의 

화음 진행 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악보 16에서 그는 바로 내 모습이라는 

가사에서 화음진행은 D가 5음 하향 변화 및 근음을 향한 전과음 G가 추가 

되어 더 강한 화음진행 및 수직적 불협화도 나타난다.

 같은 화음진행이 3번 나오는 동안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는 음악적 긴장도 

상승의 큰 역할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르는 가사의 긴장도 역시 상승시킨다.

 이렇게 시적 가사의 강조 정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어떤 화음진행을 택하는지 

, 같은 화음진행 안에서 비화성음의 추가 및 구성음이 변화를 통하여 강조 

정도의 변화를 어떻게 세밀하게 조절 할 수 있는지를 위의 악곡의 예시들을 

통하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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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Der Doppelgänger(분신) mm.11-12, 31-32, 40-42 화음진행 및 가사 진행    

                
Mein(나의) Schatz (님=연인)

           

            b :  tG         D

              3                5   

   

Schmerzen(아프다) gewalt(힘, 폭력) = 고통스럽게

 

 b :  tG            D



                   3                    5 

   
eigne(나의) Gestalt(모습)

 b : tG        D



                 3              5     

다음에 제시되는 (악보 17)과 (악보 18)역시 공통음이 하나 있는 3도 관계로 

화음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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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Die junge Nonne(젊은 수녀22)) op. 43 no. 1, D. 828, mm.57-60

Text: Jakob Nikolaus, Reichsfreiherr von Craigher de Jachelutta

    F :　DP               (DP)                     (D)           S    
                            

des Bräutigams harret die liebende Braut, 

사랑에 빠진 신부의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린다.

gereinigt in prüfender Glut,              

온갖 시련의 불꽃에 정화되어, 23)

 Die Junne Nonne(젊은 수녀)라는 제목을 가진 위 곡은 시련에 굴하지 않고 

구세주를 기다리는(죽음의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천국을 가고자 하는) 수녀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곡이다. 

 시련에 굴하지 않는 다는 말을 시적 언어로

gereinigt in prüfender Glut, 온갖 시련의 불꽃에 정화되어, 

라고 표현하고 있고 ‘정화되다’ 라는 뜻을 가진 gereinigt 단어가 나타날 때 

공통음이 하나 있는 딸림화음의 변성된 나란한 화음(DP) - 으뜸화음(T)진행을 

사용하여 강조 하고 있다.

22) 김동운, op. cit., P.248
23) 김동운, op. cit., P.248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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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2) Die junge Nonne(젊은 수녀) op. 43 no. 1, D. 828, mm.69-73

Text: Jakob Nikolaus, Reichsfreiherr von Craigher de Jachelutta

   C♯ : ｓ　　　　　  T    
            F : sP   sP

 
           T           sP

 
            T               

    Horch, friedlich ertönet das Glöcken vom Turm! 

    평화롭게 울려퍼지는 종탑의 종소리에 귀 기울여 주소서!

 악보 12 역시 악보 11과 마찬가지로 공통음이 하나 있는 변성된 

버금딸림화음의 나란한 화음 + 6음상향 변화(sP
 
 )- 으뜸화음(T) 화음진행을 

하면서 위의 가사를 강조하고 있다. 

 위의 가사의 내용은 시련에 굴하지 않고 신랑(구세주)을 생각하며 평화를 되찾

은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 그 부분의 나타난 화음진행은 공통음이 하나 있

는 sP

 - T 이다. 이 진행은 원론적으로 sub domonant – T 인 변격진행이

기 때문에 악보 11에서 나타난 DP – T 화음으로 진행하는 정격 진행과 비교

해 보았을 때 보다 긴장도 상승에 따른 경건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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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Schwanengesang D.957 no.2 Kriegers Ahnung(병사의예감24))mm.47-50

Text: Ludwig Rellstab

 

             f♯ : t                    -              a : 　tG     t

                                                                                            

(악보 14) Schwanengesang D.957 no.2 Kriegers Ahnung(병사의 예감)mm.51-54 

Text: Ludwig Rellstab

       a : t               -                   tg               -

24) 피종호, op. cit.,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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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베르트 연가곡 집 Schwanengesang 중 두 번째 곡 Kriegers Ahnung(병사

의 예감)에서 공통음이 악보 13에서 공통음이 두 개 있는 3도 진행과 악보 14

에서 공통음이 하나 있는 3도 진행이 나오는데 두 부분의 가사는 아래와 같다.

 hier fühlt die Brust sich ganz allein

여기서 내 마음은 정말 외로워라25)

 위 시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병사가 사랑하는 그녀 생각을 하며 그리워 하는 

동시에 이러한 상황을 불안해 하며 외로워 심상이 주로 나타나 있는 시이다. 

이 곡에서 위의 내용의 가사가 두 번 반복되는데 악보 13에서는 공통화음이 

두 개 있는 으뜸화음의 반 나란한 화음(tG) – 으뜸화음(t)진행을 하는데 

반하여 그 다음 악구 악보 14에서는 공통화음이 하나 있는  으뜸화음의 

변성된 반 나란한 화음(tg) – 으뜸화음(t)진행을 한다.

 공통음이 두 개 있는 3도 관계로 진행하는 것에 비하여 공통음이 하나 있는 

3도 관계의 화음진행은 공유하는 음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음색적 동질성이 

더 낮고 그로 인하여 화음 진행할 때 화성적 변화를 더 크게 나타난다. 

 슈베르트는 ganz allein(정말 외로워라) 내용을 악구의 반복과 화음진행의 

변화를 통하여 강조 하고 있다.

25) 피종호, op. cit.,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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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공통음이 없는 3도관계            

(악보 15) Winterreise op.89, D.911 no.20 Der Wegweiser(이정표26)) mm.10-14 

Text: Wilhelm Müller

   　　　 g : ｔ　　　　　  　　ｓ　　　　　　　 　　D      (D)    F : s         D     　　　　　　　　　　　　　　　　　　 　　                             

suche mir versteckte Stege durch verschneite Felsenhöhn?

눈 덮인 바위언덕 지나야 하는 이 숨겨진 오솔길을 찾는가?27)

 위 곡은 다른이들이 가지 않은 길을 찾아 가야 하고, 어느 누구도 되돌아 온 

적 없는 길을 가야만 하는 자신의 신세를 불안해하는 화자의 심리묘사가 나타

나 있는 곡이다. 

 다른이들이 가는 길을 피해 눈 덮인 바위언덕 지나야 하는 숨겨진 오솔길을 찾

고, 이정표는 도시(많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상징적으로 비유)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지만 나는 가지 못하고 방황하며, 나는 숙명적으로 어느 누구도 돌아 

온 적 없는 한 갈래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text를 통하여 이를 알 수 있다. 

26) 김동운, op. cit., P.190
27) 김동운, op. cit.,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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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내용에서 악보15에 나타난 눈 덮인 바위 언덕이란 다른이들은 가지 

않지만 내가 홀로 가야할 나만의 험하고 불안한 길을 상징하며 그 부분의 가

사는 g minor 의 딸림7화음(D (D major 7 chord)화음으로부터 f minor의 

버금딸림화음(s (b♭ minor chord) 화음으로 조적 거리가 먼 공통음이 없는 3

도 진행으로 강조하고 있다.     

(악보 16) Winterreise op.89, D.911  no.20 Der Wegweiser(이정표) mm.35-39 Text: 

Wilhelm Müller

  

     g : ｔ　　　　　   　　ｓ　　　　　　　  　　D     　(D)   F : s          D     　　 　　　　　　　　　　　　　　　　　                             

                                                          

und ich wandre sonder Massen, ohne Ruh, und suche Ruh.

나는 이렇게 쉬지도 못한 채 한정없이 방황하며, 휴식을 구하네

 위의 text역시 도시로 가는 이정표 앞에서 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면서 

휴식을 원하는 화자의 모순된 현실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 부분의 화음진행 

역시 악보 15와 마찬가지로 공통음이 없는 3도 관계로 강조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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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7) Herbst(가을) D.945 mm.3-8

   Text: Ludwig Rellstab

  　　 　   e　： s　　　          　( D
V

)　　 D
  
  　       　t　　　　　　　　　　　　　　　　　  

         D
  

            d :　t　               D
  

      

  

 가을이 제목인 위 곡은 3절로 이루어진 유절 가곡으로 가을의 황량함과 소멸에 

대한 심상이 드러나 있는 곡이다. 선경후정(先景後情) 방식으로 시의 전개가 나

타나는데 각 절의 마지막 두 행에서 중요한 주제를 담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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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So welken die Blüten Des Lebens dahin. 

     이렇게 삶의 꽃들이 지는구나.  

2절 So sinket die Hoffnung Des Lebens dahin! 

     이렇게 삶의 희망이 사라지네

3절 So sterben die Rosen Der Liebe dahin. 

     이렇게 사랑의 장미가 죽어가는구나

 각 절의 위의 주제를 언급하기 이전에 경치의 대한 묘사가 선행하는데 그 각각의 묘사

는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1절  Es rauschen die Winde  So herbstlich und kalt;  Verödet die Fluren,

        바람의 솨솨 부네        차가운 가을 바람이;     노지를 황량하게 하네

2절 Es ziehen die Wolken  So finster und grau;   Verschwunden die Sterne

    구름이 날아다니는구나     불길한 회색빛으로;           별이 사라졌네

3절 Ihr Tage des Lenzes  Mit Rosen geschmückt,  Wo ich den Geliebten

         봄날들이여         장미로 장식되었구나  내가 사랑을 가슴으로 안은 곳!  

                                

                               e: D     d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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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화음진행은 공통음이 없는 3도 관계로써 조적, 화성적으로 먼 관계이고 그에 

따라 화성적 악센트가 강하게 일어난다. 슈베르트는 1절_노지를 황량하게 하네, 2

절_별이 사라졌네, 3절_내가 사랑을 가슴으로 28)안은 곳! 이 가사를 이러한 화음

진행의 의하여 강조하고 있다. 

 공통음이 없는 3도 관계일 경우 그 먼 관계에 의하여 후행하는 화음이 강조

되어 들리고 그에 수반되는 가사 역시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을 두 악곡의 예

시들 통하여 확인하였다. 악보16 악보17 에서 확인한 두 악곡 모두 공통음이 

없는 3도 관계라는 조적 거리가 먼 화음진행을 한 것 뿐 아니라 그 화음이 각

각 major triad(장3화음) – minor triad(단3화음) 진행을 함으로써 후행하는 

부분의 화음이 비극적으로 강조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화음진행은 

악보16에서 나그네의 휴식을 취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냉혹한 현실을 나타

내거나, 악보17에서의 가을바람이 삶의 희망을 앗아가고 사랑의 장미를 죽이는 

등 의 비극적인 가사 내용과 적절하게 부합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3. 5도관계29)

28) 시 내용상 미루어 볼 때 화자가 지칭하는 대상은 봄날로 장식된 장미를 뜻하고

그 장미는 가을 바람에 의하여 죽어간다.

29) 29) 5도 관계는 중심이 되는 화음으로부터 5도 위에 있는 있거나

(Dominant),5도 아래에 있는 (Sub dominant)화음이 있다. 그래서 Dominant-

tonic으로 대변되는 5도 하행하는정격진행(authentic progression)과 Sub

dominant – tonic으로 대변되는 변격진행(Plagal progression)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음악에서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되는 관계로 가사와 화음진행의 공통점

을 찾기가 어려운 바 논 본문에서는 두 개의 5도 관계 중 변격진행만을 다루었

다.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정격진행은 정격진행의 해결감(이끈음의 해결 및 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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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Schwanengesang D.957, no.2 Kriegers Ahnung(병사의예감30))mm.27-41

Text: Ludwig Rellstab

  

                                                           ( DD )    (D)
        D : D    t   D, A♭ : T                  -                  -        - 
 

                                                                          

          

SGSS
SGSS

SGS
S

SG T
  

          (T)

  

          ( DD )    (D)            T     -     T

                   D♭  :
SSGS

SGS S T
                                

의 5도 하행으로 인한)으로 인하여 화성적 진행감을 준다..
30) 피종호, op. cit.,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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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그림을 보면 A♭ major의 으뜸화음으로부터(
SS
SGS ) 5도 상행하여 본 

화음인 으뜸화음으로 다시 회귀하는 악구와 D♭ major 의 
S
SGS 화음으로 부터 

상행하여 Tonic으로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피아노 밑의 분석악보에서 마디

를 넘어서 음이 이어지는 기둥(beam)으로 이어진 부분들이 변격진행이 사용된 부

분들인데 이 부분의 가사는 아래와 같다. 

Wie hab ich oft so süß geträumt        

31)나 얼마나 자주 단 꿈을 꾸었던가

An ihrem Busen warm!                 

그녀의 따뜻한 가슴을

Wie freundlich schien des Herdes Glut, 

화로의 불빛은 얼마나 다정했던가

Lag sie in meinem Arm!                

그녀가 내 품에 안겼을 때!32)

 변격종지 전통적으로 찬송가에서 정격종지로써 곡을 마친 후, 추가로 변격종

지를 추가하여 아멘을 부름에 사용되어 아멘을 부름에 사용되어 ‘교회종지’, 

‘아멘종지’ 라고도 하는데33) 이는 변격진행이 가지는 경건한 느낌 때문이다. 악

보18 에서의 연속적인 변격진행이 가지는 느낌이 위의 가사가 주는 그것과  

부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1) 피종호, op. cit., P.169
32) 피종호, op. cit., P.169
33) 백병동,“화성학”, 수문당, 2013년 1월 15일 14판,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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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Nachtstück(야상곡34)) op.36  no.2, D.672 mm.59-67

Text: Johann Baptist Mayrhofer       

C♯: sPs
SG
S

S
sPs

SG
S

sPs

SGS
sPs

SG
S

S
sPs
S

sPs

       

        (E : T          D         T            D    D : T         D

                                                         

        sP
s
S

sPs s) - - > D (s) D
 

       ( D : T            D   C♯: t　　　　　 　 　D            t　　　　　 　 D ) 

                                (D)      (T)      (D)      (T)

           DD  D   T         (T)                -                  -           

34) 김동운, op. cit., 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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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시는 Johann Baptist Mayrhofer의 Nachtstück(야상곡)으로 죽음을 목전에 

둔 노인이 죽음을 준비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의 노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일반적인 비극적이고 암울한 이미지와는 

달리 거룩하면서 성스러운 하나의 휴식의 개념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Du heilge Nacht: Bald ist's vollbracht,

성스러운 밤(죽음)이여 곧 깊어지리라_중략  

Bald schlaf ich ihn, den langen Schlummer,

나 곧 기나긴 밤에 빠지리

Der mich erlöst von allem Kummer.“

모든 근심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깊은 잠에_중략(이상 노인의 대사)

"O laßt ihn ruhn in Rasengruft!“

오 그를 잔디 무덤 속에 쉬게 해요_(새들이 다정하게 외치네)

 위에 나오는 시의 text를 통하여 죽음이라는 존재를 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묘사되고 있으며 악보19에서 변격진행이 주로 나오는 부분에서의 가사는 

아래와 같다. 

Der Alte horcht, der Alte schweigt,

노인은 귀 기울이다, 조용해지네

Der Tod hat sich zu ihm geneigt.

죽음이 그를 맞이 했네.35)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안식처로 인식하는 노인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며 그 

부분에서의 변격진행의 경건한 느낌은 죽음을 맞이한 노인의 심리를 심리상태

를 잘 대변하고 있다. 

35) 김동운, op. cit., P.332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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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Grenzen der Menschheit(인간의 한계36)) D.716 mm.17-24 

Text: Johann Wolfgang von Goethe 

           E : S         T      D      T      S         T      D   T  D 

         ( E : (S)   ->  (S) ->   D      T      (S)   ->  (S) ->   D   (S)->D )

               

 위에 언급한 대로 교회 종지 및 아멘 종지라고 불리는 변격 종지는 특유의 

경건한 느낌을 자야내는 변격진행 때문인데 그것이 찬송가나 종교적 음악에 두루 

사용 된 것은 너무 당연하다. Grenzen der Menschheit(인간의 한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위 곡 역시 신의 위대함에 대하여 언급한 괴테의 시에 

슈베르트가 음악을 붙였는데 이러한 종교적인 경건한 분위기를 변격진행으로 

잘 살리고 있다. 악보 20에 나타난 text는 아래와 같다. 

Wenn der uralte Heilige Vater Mit gelassener Hand

거룩하신 성부, 태초의 자비의 손길로37)

36) 김동운, op. cit., P.442
37) 김동운, op. cit., P.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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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Grenzen der Menschheit(인간의 한계) D.716 mm.52-56  

Text: Johann Wolfgang von Goethe  

   

         C :　T            (D)    　T   D       a : t　　　 (D)    　　t 　  D 

　　　　　　　　　　　　　　　　　　　　　　　　　　　　　　　　　　　　　　　　　　　　　　　　　　　　　　　　　　　　　　　  
Denn mit Göttern Soll sich nicht messen

감히 신과 견줄 수 없네 (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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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성적 종지

 화성적 종지에는 크게 Dominant로 종지하는 반종지,Tonic으로 종지하는정격

종지, Sub dominant-tonic으로 종지하는 변격종지 마지막으로

Dominant - tonic의 대리화음으로 종지하는 위종지로 나눌 수 있다. 

  

 1.4.1 반종지

   

“반종지(half cadence, semi cadence)는 악곡안에서 하나의 악구를     

형성하지만 완결적이지는 않다.”38)

“반종지(?-V : Half cadence) 반종지는 I으로 도달하기 직전에 같은

형태이므로 중간 악절에서만 쓸 수 있고, 따라서 반종지가 나온 

뒤에는 반드시 다음에 악절이 연결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39)

 반종지의 일반적인 형태는 화음진행이 V로 끝나는 진행이다. 그래서 tonic으

로 끝나는 정격종지에 비해서 끝나는 느낌이 약하고 음악이 계속되는 느낌이 

강하다. 그 특성으로 인하여 열린종지 라고도 불린다.   

38) Douglass M.Greenwj, 박경종 역 “조성음악의 형식”, 삼호뮤직, 1977년 9월 10일 , 

P.25

39) 백병동, “화성학”, 수문당, 1984년 3월 5일 ,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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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Schwanengesang D.957, no.6 In der Ferne(타향에서40)) mm.86-90

Text: Ludwig Rellstab

          B : Sp      -    D 


     (D)/Tp         -
                     

윗 부분의 가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Sonnenstrahl, eilender, Nirgend verweilender: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서둘러 가는 햇빛41)

 이후 (D)/Tp 화음으로 반종지 한 이후에  

           B : (D)/Tp          Tp            (D)/Tp          Tp  
                                            

40) 김동운, op. cit., P.209

41) 김동운, op. cit.,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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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mir mit Schmerze, ach!  dies treue Herze brach,

      그것들은 고통으로 아!      나의 이 성실한 마음을 찢어놓으며,

로 이어지는데 반종지 하는 부분의 가사를 살펴보면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서둘러 가는 햇빛) 그 부분 자체로 가사가 끝맺음을 하지 않고 그 다음 가사

인 그것들은(햇빛) 고통으로 아! 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가사의 

연속성과 마찬가지로 음악에서도 반종지는 Dominant화음의 불완전 종지성 및 

화음진행의 연속성으로 인하여 음악이 그 다음 악구로 이어지게 된다. 

(표 7) In der Ferne(타향에서) mm.89-94 화음진행 및 가사 진행 

   

Sonnenstrahl, eilender,

N irgend verweilender: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서둘러 가는 햇빛

Die mir mit Schmerze,

ach! dies treue Herze brach,

그것들은 고통으로 아!

나의 이 성실한 마음을 찢어놓으며,

    
X

    

         B : (D)/Tp          Tp         
               3       

            (반종지) - - - - -> 

           (반종지를 통한 그 다음 악구와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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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Die Schöne Müllerin, op.25, D.795 no.8 Morgengruß.(아침인사42)) mm.9-14 

Text: Wilhelm Müller

          C : D(    -


      


      -


  


     )     

                                     

                                                     

 위의 예시를 살펴보면 12마디에서 C major의 Dominant로 반종지를 하는 것

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의 해당하는 가사는 아래와 같다. 

1절 als wär' dir was geschehen? 

예쁜 머리 그대는 어디에 숨어있나요?

2절 von ferne, ganz von ferne!  

멀리서, 아주 멀리서나마! (사랑하는 그대 창가 바라보는 것을 허락해주오)

3절 was scheuet ihr die Sonne? 

그대들은 어찌하여 태양을 꺼리는가?

 

4절 in Gottes hellen Morgen! 

이 축복받은 맑은 아침에43) (종달새 하늘을 날고)

42) 김동운, op. cit., P.123

43) 김동운, op. cit., 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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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가곡은 4절로 이루어진 유절가곡이라 똑같은 부분의 4가지의 다른 가사

가 오는데 12마디의 반종지 하는 부분의 가사를 살펴보면 2절, 4절처럼 연속

되는 행 사이에 들어가서 가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거나, 1절 3절처럼 대답을 요

구하는 의문문형태로 나타난다. 둘의 공통점은 그 행 자체로 의미가 종결되지 

않고 뒤의 행과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이고 이것은 음악의 열린종지라고 불리

는 반종지의 특성과도 다소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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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위종지 & 정격종지  

(악보 24) Schwanengesang D.957 no.6, In der Ferne(타향에서)mm.97-100

Text: Ludwig Rellstab

  

        B : Sp        -    D 


           tG

                        

  “위종지44)(V-VI : Deceptive cadence)는 V에서 I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끈음은 으뜸음으로 해결이 되지만 I의 대리화음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으뜸음은 들어있으나 으뜸화음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로 종지한다는 뜻이다. 

이것도 중간 악절에서밖에 쓰지 못한다.”

 위의 악보의 mm.99-100마디에서 선율은 정격종지를 하는 것처럼 이끈음에서 

으뜸음으로 가는데 밑의 화음은 minor tonic의 반 나란한 화음(tG)으로 위종

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선율은 정격종지를 하는 것처럼 가는데 화음이 tonic

이 나오지 않고 tonic의 대리 화음을 사용함으로써 정격종지를 할 때와 비교해

44) 백병동, op. cit.,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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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음악이 끝나지 않고 계속 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 부분의 해당하는 부

분의 가사는 아래와 같다. 

 Grüßt von dem Fliehenden, Welt hinaus ziehenden! 

세상을 등지고 달아다는 도망자로부터 인사를 전하는 구나45)

    

가 나온 후 tG화음으로 위종지를 한 다음에 다시 

(악보 25) Schwanengesang D.957 no.6, In der Ferne(타향에서)mm.101-106

 Text: Ludwig Rellstab

      b :   N        -   D
  
            t            -          -

                           

Welt hinaus ziehenden!       

세상을 등지고 달아나는

 

 정격종지를 사용함으로써 음악을 끝낸다.

45) 김동운, op. cit.,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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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종지는 5도로 도입되는 종지라는 점에서 가장 완전하고 많이 쓰이는 

종지이다. V(Dominant)에 포함된 이끈음이 선율적으로 으뜸음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가장 종지감이 강하며, 이러한 과정이 소프라노에 배치되는 것이 

이상적이다.”46)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정격진행은 Dominant다음에 tonic이 나오기 

때문에 종지감이 강한데 반하여 위종지는 tonic대신 그것의 대리화음이 나오기 

때문에 종지감이 정격종지 보다는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종지를 한 상태로 

음악이 끝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고 위종지를 한 이후에 대개 다시 

dominant-tonic으로 진행하는 정격종지가 나온 뒤에 음악이 끝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기는 선행하는 dominant-T의 대리화음으로 진행하는 악

구(위종지적 진행)와 dominant-tonic으로 정격종지 하는 악구 두 부분에서 슈

베르트는 같이 가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가사를 반복을 통하여 강조 하였

다. 위의 가사에서는 위종지와 정격종지 두 부분으로 인하여 반복되는 가사는 

아래와 같다.

Welt hinaus ziehenden!       세상을 등지고 달아나는

In der Ferne(타향에서) 이 시는 고향을 떠난 이의 대한 원망, 슬픔, 안타까움

을 표현하고 있다. 슈베르트는 이 시에서 고향을 떠났음을 나타내는 세 

상을 등지고 달아나는 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두 악구를 통해서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예도 위와 같은 이유로 위종지가 사용되었다. (

46) 백병동, op. cit.,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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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D.945 Herbst(가을) mm.12-21, 

Text: Ludwig Rellstab

     e : D/   


  t          -         sN         -         D  
  

    

  

       tG          - (D


)     sn   (D) D  


       t
                              5>   
       (위종지)                                                           (정격종지)

 위의 곡 역시 16마디에서 위종지를 하고 21마디에서 정격종지를 하면서 같은 

가사를 두 악구에 걸쳐 반복 하고 있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가사는 아래와 같다. 

1절 So welken die Blüten Des Lebens dahin. 

이렇게 삶의 꽃들이 지는구나.  

2절 So sinket die Hoffnung Des Lebens dahin! 

이렇게 삶의 희망이 사라지네

3절 So sterben die Rosen Der Liebe dahin. 

이렇게 사랑의 장미가 죽어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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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 제목이 Herbst(가을)인 이곡은 3절로 이루어진 유절가곡으로 각 절의 시 전

반에는 가을의 배경을 묘사하고 마지막에는 앞서 묘사한 가을의 배경처럼 이렇게 

삶의 꽃들이 지는구나(1절),이렇게 삶의 희망이 사라지네(2절), 이렇게 사랑의 장

미가 죽어가는구나(3절) 라고 화자 본인의 쓸쓸한 감정이 나타나 있다. 선경후정

(先景後情) 방식으로 시의 전개가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 중요한 감정의 표현이 

위종지와 그 후에 나오는 정격종지로 반복되면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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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변격종지  

(악보 27) Schwanengesang D.945, no.2 Kriegers Ahnung(병사의 예감47))mm.35-44

 Text: Ludwig Rellstab

                                                     (
DD )       (D)

       A♭ : SG                     T                      -         -     

  

            T

     D♭  : 
SSGS

SGS S T
  

                               

  

           (T)                     -                   

                           f♯m : D                     -        
            

47) 피종호, op. cit.,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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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곡도 시의 심상의 내용 변화에 따라 A-B-C-D-E-D’-A’의 형식을 가지는 

곡인데 악보27에 나타난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인 B의 종지 과정이다. D♭ 

major로 악곡의 두 번째 부분이 종지를 맺는데 D♭ major의 tonic으로 종지

하기 전에 화음진행이 연속적인 S진행, 즉 변격진행을 함으로써 변격종지로 악

구의 끝을 48)맺는다. 그 부분의 가사는 아래와 같다. 

Wie freundlich schien des Herdes Glut, 

화로의 불빛은 얼마나 다정했던가

Lag sie in meinem Arm!                

그녀가 내 품에 안겼을 때!49)

 전쟁의 불안함과 괴로움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병사가 연인을 품에 

안은 것을 회상하는 부분에서 변격진행의 화음진행과 종지의 경건함과 

따뜻함이 위의 가사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악보 28) Im Walde(숲에서), D.708 mm.14-16 

Text: Friedrich von Schlegel

     　　　  E :　D                    TpG                     T 

                                       

                                     ( S )                     T
                                              

48) B악구의 끝은 C악구의 시작과 겹쳐진다.

49) 피종호, op. cit.,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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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시는 Friedrich von Schlegel 의 Im Walde(숲에서)라는 제목을 가진 시인

데 위 시에서 가리키는 숲이라는 존재는 숭고한 바람이 나오는 장소로 묘사되

고 바람의 근원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창조의 바람의 숨결이 영혼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네

(Schöpferischer Lüfte Wehen Fühlt man durch die Seele gehen)라고 표현

한 문장과 부는 바람(Windes Rauschen)을 신의 날개(Gottes Flügel), 생각의 

힘(Gedankens Macht), 정신의 물결(Geisteswogen brausen)들과 동격화 한 시

의 내용들이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 할 수 있다. 

Windes Rauschen, Gottes Flügel,

부는 바람, 신의 날개,

Tief in kühler Waldesnacht!

차가운 숲의 밤 깊은 곳에서!

 위의 text를 살펴보면 부는 바람을 신의 날개로 비유하고 그 바람이 나오는 

장소로써의 숲을 바람의 근원지로 설정하여 숲이라는 존재 역시 품격 있는 

존재로 묘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저 문장의 종지 역시 변격종지로 처리하여 

가사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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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 Vor meiner Wiege(요람에서), op.106 (Vier Lieder) no.3, D.927 mm.70-75 

Text: Karl Gottfried von Leitner 

          B :　T        -         D           T          S               T 

                                                     
                                          T(5       -      6>           -          5)
                                                                                  3       -      4            -          3)   
         

                                                         

O Mutter, lieb; Mutter, bleib' lange noch hier!

오 사랑스러운 나의 어머니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주세요

Wer sänge dann tröstlich von Engeln mir?

누가 나에게 편안한 천사의 노래를 불러줄 수 있을까?

Wer küßte mir liebend die Augen zu

Zur langen, zur letzen und tiefesten Ruh'?

누가 나에게 깊고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감긴 눈에 사랑스러운 

키스를 해줄 수 있을까 ?

  어머니의 대한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며 추억하는 화자의 심정이 잘 담겨져 

있는 시이다. 어머니가 아닌 누가 나에게 천사의 노래를 불러주며, 사랑스러운 

키스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어머니의 사랑이 화자에게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가사의 종지는 변격종지가 

아멘종지라는 이름이 붙게 된 유래와 마찬가지로 정격종지로 음악을 끝낸후에 

변격종지로 끝맺는 악구를 다시 한 번 더 진행함으로써 위의 가사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아래에 나타난 곡도 같은 진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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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Grenzen der Menschheit(인간의 한계50)) D.716 mm.151-159             

Text: Johann Wolfgang von Goethe

  

     E :　T ( D
V

) S -     D

 
 

     T             S        -      T    
     

 Grenzen der Menschheit(인간의 한계)라는 제목답게 위 시는 인간의 연약함, 

유한함과 신의 강함과 무한함에 대비시키어 신의 거룩함과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주제를 화성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악곡의 마지막에 

변격종지를 추가하였다.   

Ein kleiner Ring begrenzt unser Leben,

und viele Geschlechter reihen sich dauernd

an ihres Daseins Unendliche Kette.

유한한 우리 삶의 고리는 너무나도 작고

  영원히 이어지는 그 존재의 사슬고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인간.51)

50) 김동운, op. cit., P.442

51) 김동운, op. cit., P.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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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적근친성과 Text의 상관관계

  2.1. 일차관계조로의 전조

“일차 관계조란 원조와 가까운 조(딸림음조, 버금딸림음조), 같은 으뜸음조, 

그리고 원조와 가까운 조의 나란한 조를 포함한 범위가지를 ‘1차 관계조’

라고 한다. 즉, C장조 경우, 1차 관계조의 범위는 G장조와 e단조, 

F장조와 d단조 같은 으뜸조인 c단조와 원조의 나란한조인 a단조까지이다.”52)

                       

 (표8) C major의 일차 관계조

a

e

b

f

c

g

d

1

2

3

4

5
6

7

4

3

2

1

c#

(7)

f #

d #
a #

♭#

♭(a )
♭(e )

♭(b )

(6)(5)

C

G

D

A

E

B

F

(C )♭
F#

C#

A♭

E
♭

♭(G )

♭(D )

B♭

(5도아래)♭← →#(5도 위)

g#

53)

52) 백병동, op. cit., P.31
53) 백병동, op. cit.,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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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major를 기준으로 a minor는 같은 음계를 사용하는 나란한 조 관계이고 c minor

는 으뜸음을 공유하기 때문에 조적 근친성이 높다. 그리고 G major와 e minor, F 

major와 d minor는 #,♭ 하나 차이로 7개의 서로 다른 음계의 음 중 한음만 다르고 

6음을 공유하기 때문에 조적 근친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로 전조를 했

을 시 일차 관계조가 아닌 조보다는 음색의 동질성이 높다. 

 

(악보 31) Die Schöne Müllerin op.25, D.795

no.4 Danksagung an den Bach(시냇물에 대한 감사54))mm.16-23

Text: Wilhelm Müller

  

       G :　T       D      T     -    g : t　　        D


         t          D


  

                   

 

54) 피종호, op. cit.,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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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Danksagung an den Bach(시냇물에 대한 감사)인 이 곡에서 

G major로 진행하는 21마디까지 가사를 살펴보면 화자가 시냇물을 따라가다

가 물방앗간을 발견하여 그녀를 만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시냇물에 대하여 

감사의 표시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후 22마디 부터는 같은 으뜸음 조인 

g minor가 나타나는데 그 부분의 가사는 아래와 같다. 

 위의 악보에서 볼 수 있는 20-21마디의 가사는 Zur Müllerin hin(물방앗간 

아가씨)이고 그 뒤 같은 으뜸음조인 g minor로 전조된 이후의 가사는

아래와 같다. 

Hat sie dich geschickt?

그녀가 너를 보냈나?

Oder hast mich berückt? 

아니면 네가 날 속이나?

Das möcht' ich noch wissen, 

그것을 정말 알고 싶구나

ob sie dich geschickt.

그녀가 너를 보냈는지를.55)

g minor 로 전조된 후의 가사는 시냇물이 그녀와 나의 사랑을 이어주는 연결

체인지 아닌지 시냇물에게 되묻으며 고민하는 화자의 심정이 담겨있다.

이 가사가 끝난후 G major로 회귀하는 부분의 가사는 아래와 같다.

55) 피종호, op. cit.,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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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n, wie's auch mag sein,         

그것이 어떻든 간에

ich gebe mich drein;

기꺼이 나를 맡기리라

Was ich such', hab ich funden, 

내가 찾던 것을 발견했으니

wie's immer mag sein.

그것이 어떻든 간에 

Nach Arbeit ich frug,

나는 일을 청하였네  

nun hab ich genug

이젠 부족함이 없다네         

für die Hände, für's Herze, 

나의 손도 마음도 

vollauf genug!  

넉넉하다네, 충만하다네

 g minor에서 역시 같은 으뜸음조인 G major로 돌아온 이후의 가사는 화자의 

고민이 해소되고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얻으며 행복해 하는 심정이 담겨있다. 조

적인 연결 역시 가사에 알맞게 고민하고 갈등속에 놓인 부분에서는 같은 으뜸

음조인 g minor로 간 뒤 그 고민이 풀려 행복한 화자의 심정이 나타나는 부

분인 G major로 회귀하여 조적인 연결과 가사가 잘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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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 Die Schöne Müllerin op.25, D. 795 no.10 Thränenregen(눈물의 비56)) mm.17-28

Text: Wilhelm Müller

  

       A :  T       -       -          a : t   Sp      D       t       D  t    

 위의 가곡은 3절과 후렴으로 이루어진 유절 가곡인데 각 절의 마지막 부분과

(mm~24) 후렴(mm25~)이 같은 으뜸음조인 a minor에서 A major로 전조하고 

있다. 1,2,3 각각절의 마지막 부분의 해당하는 가사는 아래와 같다.

56) 피종호, op. cit., 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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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Thränenregen(눈물의 비) mm.18-27 화음진행 및 가사진행         

1절, 2절, 3절, 후렴
A major a minor

(1절)

und schauten so traulich zusammen

그렇게 함께 즐겁게

in den silbernen Spiegel hinein.

은빛 거울을 들여다보았네

(2절)

die Blümlein am Ufer, die blauen,

물가의 푸른 꽃들을 향하는 것을

sie nickten und blickten ihr nach.

꽃들도 눈짖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네

(3절)

und rief mit Singen und Klingen:

노래와 울림으로 외쳤네

Geselle, Geselle, mir nach!

친구여, 친구여, 나를 따르게!

(후렴)

Da gingen die Augen mir über,

그 때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da ward es im Spiegel so kraus;

거울 같은 냇물이 일그러지자,

“es kommt ein Regen, ade!

그녀는 말했네 비가 오려나 봐요, 안

녕!

ich geh nach Haus.

집에 가야겠어요57)

 후렴이전까지의 가사는 그녀와 함께 오리나무 그늘에 앉아 흐르는 냇물을 바

라보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는데 후렴부터는 화자가 슬픔을 느껴 눈물을 흘리

는 장면이 나타난다. 그때 A major에서 같은 으뜸음조인 a minor로 전조되어 

슬픔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57) 피종호, op. cit., P.78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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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 Op. 7 (Drei Lieder) no. 3, D. 531, 

Der Tod un das Mädchen(죽음과 소녀58))mm.1-4, 8-12 (d minor부분)

 Text: Matthias Claudius

  

      d: t   -     -   -    D  -    t   -  

  

                 d :t          -       -     tG      -     D/ 


       -       t  

(악보 34) Op.7 (Drei Lieder) no.3, D.531, 

Der Tod un das Mädchen(죽음과 소녀)mm.22-43 (F – B♭ - D major)

 Text: Matthias Claudius

         (d) :t   -   s   -   -    -    t  -    sg


  -  -


  (D


) F:D   T

           B♭ : D    -

58) 김동운, op. cit.,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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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t  - 


   D  -  T  D


  T D  T   - -


  (D


  -     -


   - -


)D:D( 


)

 

       (D) :T          -         D   -    T          -         D         T

 위의 곡의 제목은 Der Tod un das Mädchen(죽음과 소녀)로써 곡이 처음부

터 3번의 전조과정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을 요악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악보 35) Der Tod un das Mädchen(죽음과 소녀) 조적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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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Der Tod und das Mädchen(죽음과 소녀) 전조 및 가사진행 

d minor

(mm.1-26)

F, Bb, D major

(mm.27-43)

Das Mädchen (소녀)

Vorüber! ach, vorüber!

사라져요, 아 사라죠 버려요!

Geh, wilder Knochenmann!

죽음의 신이여 어서 사라져요!

Ich bin noch jung, geh Lieber!

나는 아직 젊으니, 어서 사라져 버려요!

Und rühre mich nicht an.

그리고 나를 건드리지 말아요.

Der Tod(죽음)

Gib deine Hand,

du schön und zart Gebild! ,

손을 다오 상냥하고 아름다운 소녀야

Bin Freund, und komme

나는 너의 벗이지

Der Tod(죽음)

nicht zu strafen.

벌하러 온 게 아니란다.

Sei gutes Muts! Ich bin nicht wild,

용기를 가져라! 나는 무섭지 않으니

Sollst sanft in meinen Armen schlafen!

나의 품에서 편안히 잠들거라!59)

 

59) 김동운, “성악인을 위한 독일예술가곡 노래말 사전”, 지음, 2007년 1월 20일,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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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적인 측면에서 위의 곡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중반이후까지(mm.1-26) d 

minor로 진행되면서 다소 우울한 느낌이 나타난 후 F, Bb, D major 로 전조 

되면서 음악이 끝을 맺는다.

 이 시에는 두 명의 화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소녀, 나머지 하나는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존재는 소녀에게 그의 품으로 유혹 하고 있고 소녀는 그 상황에 

저항을 하고 있다. 소녀가 죽음이라는 존재에 저항하는 부분, 그리고 죽음이 

소녀에게 유혹하는 앞부분은(mm.1-26) minor로 처리되어 음울한 분위기를 나

타내는데 반하여 뒷부분은(mm.27-43) 이러한 음울하고 슬픈 상황에 모순되게

도 major로 처리하고 있다.

 위의 예는 George Fredric Handel(헨델)의 Lascia ch'io pianga(울게하소

서)60)와 같이 극한의 슬픔을 major key로 표현함으로써 음울하고 슬픈 분위기

를 더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60) 60) George Fredric Handel(헨델)의 Lascia ch'io pianga(울게하소서)의 Aria 가사는

아래와 같다.

Lascia ch'io pianga la dura sorte 울게 버려두오 슬푼 운명에

e che sospiri la libertà 나 한숨 짓네. 자유위해

Il duol infranga queste ritorte 끊어주소서. 고통의 끈을

de' miei martiri sol per pietàsí 나의 형벌을, 다만자비로.

정경순 역, 이탈리아 가곡 150곡집 (상), 세광음악출판사, 1977, 266-26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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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 Schwanengesang D.945 no.6 In der Ferne(타향에서61))mm.7-15

Text: Ludwig Rellstab

         b : t      D      t -    D      -     -   _


     _          
                                         

(악보 37) Schwanengesang D.945 no.6 In der Ferne(먼곳에서)mm.65-72

         B : t               D           t               D      -   
                                          



           (D              _


              _              


) 

61) 피종호, op. cit.,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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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26과 27은 b minor key에서 B major key인 같은 으뜸음조로 전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b minor key로 나타난 악보 26부분의 가사의 내용은 아래

와 같다.

Wehe dem Fliehenden, Welt hinaus ziehenden! 

가엾다, 이 세상 등지고 떠난 사람들

Fremde durchmessenden, Heimat vergessenden,

낯선 땅을 헤매며, 고향을 잊고

 

B major key로 나타난 악보 27의 부분의 가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Lüfte, ihr säuselnden, Wellen sanft kräuselnden, 

 속삭이는 바람아, 잔잔히 이는 파도여

 Sonnenstrahl, eilender, Nirgend verweilender: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빠르게 움직이는 햇살이여,

Die mir mit Schmerze, ach! dies treue Herze brach -

고틍스레 아! 나의 진정한 마음을 부셔버린 그녀에게

Grüßt von dem Fliehenden, Welt hinaus ziehenden!

세상 등지고 떠난 사람의 안부를 전해다오.

 악보26(mm.7-15) 부분은 고향과 세상을 등지고 떠난 이에 대한 연민과 안타

까움을 b minor key 표현하는 반면에 악보 27(mm.65-76) 부분은 바람, 파도 

, 및 햇살로 하여금 사랑했던 그녀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마음이 B 

major key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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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일차관계조가 아닌 조로의 전조

 일차 관계조가 아닌 조는 전조하기 이전의 조와 이후의 조 간의 거리가 멀고 

공유하는 음계의 음이 일차 관계조보다 적기 때문에 음색의 동질성이 낮다. 그

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로 전조 했을 시에는 음악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에 수반하는 text역시 강조된다. 이러한 관계는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얼

마나 먼 조로 이동했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악보 38) Die Schöne Müllerin op.25, D.795 no.6 Der Neugierige(궁금한 사람62))mm.30-38

Text: Wilhelm Müller

             B : S     D   -     T               D                 D
V

                                                                      
                                                                  G :　 L   

         G :  T  -  S(D)S    (D) S  (D)  S  (D ) S    (D )S
D(  
  

)   T

62) 피종호, op. cit.,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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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곡은 B major에서(mm.1-34) G major(mm.35-41)로 전조되는데 B major 

화음에서 G major는 공통음이 하나 있는 tG(변성화음의 반 나란한 화음)관계

이기에 공통음이 두 개 있는 3도 관계나 같은 으뜸음조에 비하여 조적 거리가 

멀다.    

(악보 39) 인접한 두 조의 으뜸화음들이 지니는 공통음     

      B major key   –  G major key

    

(악보 40) 전조과정

             B : T             D          D/                    
                                
                                       G : L         T
                                                    

 그렇게 때문에 전조가 되는 순간은 음악적 분위기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가사의 의미가 강조되는데 그 부분의 가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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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Der Neugierige(궁금한 사람)mm.30-35 전조 및 가사 진행 

C

G

D

A

E

B

F

a

e

b

f

c

g

d

1

2

3

4

5
6

7

4

3

2

1

(C )♭
F#

C#

A♭

E♭

♭(G )

♭(D )

B♭

c#

(7)

f #

g#
d #

a#

♭#

♭(a )
♭(e )

♭(b )

(6)(5)

( 5도아래)♭

←
→#(5도 위)

G major(mm.35-41)

Nein,

“아니”

Die beiden Wörtchen Schließen

이 두 개의 말에 나의

die ganze Welt mir ein.

온 세상이 달려있지.

B major(mm.1-34)

Will ja nur eines wissen,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한 가지,

Ein Wörtchen um und um.

그저 한 마디 말뿐이네      

Ja heißt das eine Wörtchen,

“네” 라는 그 한 마디     

Das andre heißet   

다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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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마지막 연의 마지막 행을 살펴보면 궁금한 사람이 시냇물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졌는지를 알 수 있다. 

Sag, Bächlein, liebt sie mich?

냇물아, 그녀는 나를 사랑하니?

 Der Neugierige(궁금한 사람)은 화자가 사랑하는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

닌지를 알 수 없어 답답해하는 심정이 주로 나타나 있다. 그래서 시냇물63)에게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예 혹은 아니요 라는 단어, 즉 그녀가 나를 사랑하

는지 아닌지에 대답을 듣고 싶어 한다. Die Schöne Müllerin 연시에서 젊은이

는 그녀를 사랑하지만 사냥꾼에게 사랑의 빠진 그녀에게  실연당한다. 그런 의

미에서 “아니오” 라는 이 대답은 이 연시의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하기에 조적

으로 먼 조로 전조함으로써 표현되었다.

63) Die Schöne Müllerin 연시에서 시냇물은 젊은이와 그가 사랑하는 그녀를 만나게 해주는 역할

을 매체이자 사랑에 실패한 젊은이가 목숨을 잃는 장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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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41) Todtengräbers Heimwehe(묘지파는 이의 향수64) ) D.842 mm.59-70

Text: Jakob Nikolaus, Reichsfreiherr von Craigher de Jachelutta

        F :　Sp  -     S     -     -      D      - T           -               
                                    

                 

           (
V
D )

      F :  T 

     b :　 V
D                 -                 D

  
           t 

 　　　   a :
V
D                 -                 D

  
           t 

64) 김홍언, “작곡가별 명곡 해설 라이브러리-슈베르트”, 음악세계, 2001년 11월 30일,

p.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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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곡은 죽음이라는 세상에 향수는 느끼는 화자가 묘지를 파고 결국에 죽음

에 다다르는 모습을 그린 시이다. 화자가 속세에서의 삶이 비참하고 힘들다는 

것을 시 전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O Schicksal, o traurige Pflicht

오 운명이여, 오 비참한 의무여

Ich trag's länger nicht!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_(중략)

Im Leben, da ist's ach! so schwül, ach! so schwül

사는 것은 너무나도 숨이 막히는 일이다_(중략)

Ich stehe allein, so ganz allein!

나는 너무나도 외롭다!_(중략)

 세상에서의 삶이 힘든 화자는 결국 본인의 묘지를 파고 죽음에 다다르게 

되는데 화자가 죽음에 다다르는 순간을 시의 마지막 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O Heimat des Friedens, der Seligen Land,

오 평화의 고향이여, 축복받은 땅이여

an dich knüpft die Seele ein magisches Band.

영혼은 마법의 사슬로 연결되어있다.

Du winkst mir von ferne, du ewiges Licht,

너는 나에게 멀리서 손짓하는 구나 영원한 빛이여

es schwinden die Sterne, das Auge schon bricht, 

별은 사라지고 나의 눈은 감기네

ich sinke, ich sinke! Ihr Lieben, ich komm!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여 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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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화자가 죽음에 다다르는 순간은 das Auge schon bricht, (나의 눈은 감

기네)로 표현했고 그 부분의 조적 상황은 F major – b minor로 전조 되면서 

가사의 비극성을 강조하는데 일조 하고 있다.65)

65) F major – b minor 는 근음이 증4도 관계인 먼 조이고 이러한 먼 거리의 조적

이동 과 더불어 major key와 minor key의 음색변화도 이러한 가사의 강조에 일

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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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Todtengräbers Heimwehe(묘지파는 이의 향수) mm.59-70 전조 및 가사진행

F major(mm.59-64)

Du winkst mir von ferne, du ewiges Licht,

너는 나에게 멀리서 손짓하는 구나 영원한 빛이여

es schwinden die Sterne,

별은 사라지고

b minor(mm.65-68)
　　as Auge schon bricht,

별은　사라지고 나의 눈

은　감기네

a minor(mm.69-70)
　as Auge schon bricht,

별은 사라지고 나의 눈은 감기네

C

G

D

A

E

B

F

a

e

b

f

c

g

d

1

2

3

4

5
6

7

4

3

2

1

(C )♭
F#

C#

A♭

E♭

♭(G )

♭(D )

B♭

c#

(7)

f #

g#
d#

a#

♭#

♭(a )
♭(e )

♭(b )

(6)(5)

(5도아래)♭← →#(5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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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42) Lied der Mignon III(미뇽의 노래 366)), D.877 mm.15-19

Text: Johann Wolfgang von Goethe

  

         F♯ : S           
V
D   T D   -     T            -                  

                                                                           
                                 D : DP           -   T D     T   

  
Dort ruh' ich eine kleine Stille,

그곳에서 나 짧은 휴식 취한 뒤,

Dann öffnet sich der frische Blick;

생기 얻은 두 눈 다시 뜨면67)

 위 악구의 가사에서 그곳 (Dort) 이 지칭하는 장소는 사후의 세계이다.

 Ich eile von der schönen ErdeHinab in jenes feste Haus. 

내 서둘러 이 아름다운 대지를 떠나 저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리라

Macht mich auf ewig wieder jung!

나에게 영원한 젊음을 주오

66) 김동운, op. cit., p.355 - 356

67) 김동운, op. cit., p.355 -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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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가사를 통하여 화자는 죽음이라는 세계를 동경하며 가길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죽음이라는 곳에서 짧은 휴식을 취한 후 생기 얻은 두 눈 다시 

뜨면; 이라는 가사에서 frische Blick(생기 있는 두 눈)을 강조하기 위하여 

F♯ major – D major의 공통음이 하나 있는 먼 조로 전조했다.

(악보 43) Lied der Mignon III(미뇽의 노래 3) D.877, mm.35-39

Text: Johann Wolfgang von Goethe

     F♯ : S            
VD   T  D   -     T            -                  

                                                                                                           
                                         d : DP           -   t  D     t     

     

Zwar lebt' ich ohne Sorg' und Mühe,

나 생계 걱정 없이 살기는 했어도,

Doch fühlt' ich tiefen Schmerz genung.

가슴 속 깊은 괴로움은 많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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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3는 악보42의 악구가 한 번 더 반복되서 나오는데 악보42는 F♯ major 

– D major로 전조 하는데 에 반하여 악보43은 F♯ major – d minor로 

전조한다. 공통음이 없는 3도 관계의 조로 전조해서 악보42의 악구에 비하여 

조적 거리가 멀기에 d minor로 바뀌는 부분의 가사인 Schmerz genung 

(괴로움은 많았네) 가 강조 된다. 전 악구에 비하여 조적 거리가 먼 것 뿐 

아니라 major key에서 minor key의 변화 역시 가사 Schmerz genung 

(괴로움은 많았네)의 비극적인 면을 강조하는데 일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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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Lied der Mignon III(미뇽의 노래 3) mm.15-19, 35-39 전조 및 가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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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7)

f #

g#
d #

a#

♭#

♭(a )
♭(e )

♭(b )

(6)(5)

( 5도아래)♭

←
→#(5도 위)

F# major(mm.15-17)

Dort ruh' ich eine kleine Stille,

그곳에서 나 짧은 휴식 취한 뒤,

Dann öffnet sich der

다시 뜨면

F# major(mm.35-37)
Zwar lebt' ich ohne Sorg' und Mühe,

나 생계 걱정 없이 살기는 했어도,

Doch fühlt' ich tiefen

가슴 속 깊은

D major(mm.18-19)

frische Blick;

생기 얻은 두 눈

d minor(mm.38-39)
Schmerz genung.

괴로움은 많았네

Doch fühlt' ich tiefen

가슴 속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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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화음의 음색적 취급

(악보 44) Der Jüngling auf dem Hügel(언덕위의 청년68)), op.8 (Vier Lieder) no.1 D.702 mm.53-58 

Text: Heinrich Hüttenbrenner                    

      g :　ｔ　　　　　　　　　　　　　　　　　-　　　　　　　　　　　　　　　　　　　-

　　　　　　　　　　　　(D)           (t)                                 (D)          (t)   
             t            -          -                        -           -

 Der Jüngling auf dem Hügel(언덕위의 청년)은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을 지

켜보는 청년의 슬픔이 잘 묘사된 시이고, 악보44 부분은 연인의 장례식을 진행

되는 부분이다.

  Ach, dumpfes Grabgeläute im Dorfe nun erklang,

아! 마을에서 들려오는 장례 종소리,

Schon tönte aus der Weite ein klagender Gesang;

저 멀리 울려퍼지는 탄식의 노래소리:69)

68) 김동운, op. cit.,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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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가사는 g minor로 베이스 성부에 지속음70)이 쓰였는데 화음의 근음과 5

음만을 쓰고 3음을 쓰지 않아 다른 부분 및 악곡과 차별되는 음색을 사용하였

다. 3음을 사용하지 않고 근음과 5음만을 사용하는 예시는 이 곡 외에도 같은 

작곡가의 다른 몇몇 악곡 및 다른 작곡가의 작품에서 조금 찾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사용한 이유와 조금씩 다르다. 

 이곡에서는 가사에 나타나는 장례 종소리의 음향을 묘사하고자 3음을 사용하

지 않은 화음을 사용하였다. 슈베르트는 시에 나오는 종을 완전음정71)으로 완

전음정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다.

 “g minor의 Lansam(느리게)으로 시작하는 ‘Ach! dumpfes Grabgeläute Im Dorfe 

nun erklang’ 가사 부분의 음악은 슈베르트의 경탄할만한 실험적 모습이 엿보이며 

다른 음악들(Das Zügenglöcklein – the passing-bell tolled when someone dies, 

Abendbilder – vesper bells, Viola – snow bells, Das Heimweh – cowbells, and 

so on) 보다 종의 깊고 음향적인 소리가 잘 묘사되어 있다._from notes by Graham 

Johnson © 1997””72)

69) 김동운, op. cit., P.296

70) 다른 성부에서 화음이 변하는 동안에 이와 관계없이 한 성부를 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71) 완전1도, 5도 8도,

72) http://www.hyperion-records.co.uk/tw.asp?w=W1883

　　　이하 원문은 아래와 같다. :　 For the section (G minor, ‘Langsam’)

beginning ‘Ach! dumpfes Grabgeläute Im Dorfe nun erklang’ one admires

another ingenious Schubertian experiment, one of several in the canon, with

the resonance of bell music, here deeper and more sonorous than elsewhere

(cf. Das Zügenglöcklein – the passing-bell tolled when someone dies,

Abendbilder – vesper bells, Viola – snow bells, Das Heimweh – cowbell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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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Abendbilder(저녁 풍경) D.650 mm.48-51

Text: Johann Peter Silbert

Horch! des Abendglöckleins Töne

잘 들어라! 저 저녁기도 종소리를 

(악보 46) Das Zügenglöcklein(조종(죽음을 기리는 종)73)) op.80(Drei Lieder) no.2, D.871 mm.5-8

Text: Johann Gabriel Seidl

Kling' die Nacht durch, klinge,

울려라 밤새도록 울려라

Süßen Frieden bringe dem, für wen du tönst!

네 소리로 죽음을 기리는 이에게 달콤한 안식을 주라!

Kling' in weite Ferne,

멀리 멀리 울려 퍼져라(순례자가 이세상과 화해 할 수 있도록!)74)

73) 김동운, op. cit., P.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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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베르트는 Abendbilder(저녁 풍경)와 Das Zügenglöcklein(조종)에서는 종소

리를 많은 부분 완전 8도로 표현한 것에 반해 Der Jüngling auf dem Hügel

(언덕위의 청년) 에서는 완전 8도 + 완전 5도 울림을 사용하고 그 음향을 낮

은 음역에 배치함으로써 종소리의 울림을 보다 풍부하게, 어둡게 표현한 것을 

이 곡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슈베르트외의 다른 낭만 작곡가인 쇼팽의 Piano 

Sonata  Op.35 no.2, III.Marche funèbre(장송 행진곡)에도 이 곡에서 나오는 음

울한 장례 종소리 및 그 풍경을 3음이 없는 근음과 5음만으로 이루어진 화음

을 비슷한 저 음역에서 표현한 바 있다.

(악보 47)F.Chopin, Piano Sonata op.35 no.2, III.Marche funèbre: Lento mm.1-4

       B♭ :　ｔ　tG　  t  tG   -

   

“쿨라크는 <장송 행진곡> 주부의 저음은 장례식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울리는 조종(弔鐘)소리를 본 뜬 것이라고 여겼다.”75) 

74) 김동운, op. cit., P.419

75) 신계창 역 “작곡가별 명곡 해설 라이브러리 – 쇼팽”, 2000년 8월 30일, 음악세

계,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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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주의 작곡가 드뷔시의 곡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악보 48) Claude Debussy Préludes (Book 1) 10. … 

La Cathédrale engloutie(가라앉은 대성당76)) mm.1-4

음악은 성당의 종소리가 안개에 덮인 해면에 울리는 시점에서 시작된다.77)  

76) 오지선 역, “작곡가별 명곡 해설 라이브러리 – 드뷔시”, 음악세계,2002년 5월 20일,

p.133”

77) 오지선 역, Ibid.,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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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9) F.Schubert, Aus,, Heliopois.(헬리오폴리스78)) “II D.754 mm.11-16

         g : t          -           -         -           -        - 
                                                                      

            D                 -                  -                -

                                                                                 

           

 위 곡도 3음이 빠진 근음과 5음으로 이루어진 화음이 쓰였는데 그 부분의 가

사는 아래와 같다. 

Einsam auf Gebirges Zinne, Kloster wie auch Burgruine,

폐허의 성처럼 산 봉우리 위에 외로이 서 있는 수도원79)

 

78) 김동운, op. cit., p.448

79) 김동운, op. cit., p.44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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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베르트가 위 부분들에서 3음이 없는 화음을 사용한 이유를 위의 가사와 연

관지어서 다양하게 해석 할 수 있다. 

 첫째로 악보49 마디13의 einsam의 단어의 의미 때문이다.

 이 단어는 형용사로 고독한, 외로운, 고요한, 적요한 적적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서의 3음이 있는 3화음보다는 3음

이 없어서 음향적으로 공허하고 덜 풍부한 소리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고 이 부분이 바로 전 마디와의 ff-p로 급작스러운 강약 대비도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Burgruine(폐허의 성) 때문이다. 

 폐허가 되었다는 뜻에서 이미 과거의 것 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음색으로써 

과거를 의미하는데에 있어서 3음이 없는 완전5도의 사용은  과거 서양음악사

의 역사를 되돌아 보았을 때 적절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80) 그리고 위곡의 

제목 역시 Heliopolis81)라는 것도 위의 근거를 지지한다.

 아래의 악곡은 M.Mussorgsky의 피아노 모음곡 Pictures at an Exhibition중 

두 번째 곡인 Vecchio Castello (고성82))인데 이러한 이 작곡가 역시 고풍스로

운 성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3음이 없는 3화음, 완전 5도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80) Arnold Schoenberg은 본인의 저서 “Theory of harmony”에서 서양음악의 역사

는 배음렬의 역사와 일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원문 찾아보고 페이지 적기) 근음

과 완전 5도의 사용은 서양음악의 초기에 해당하는 바(중세시대), 슈베르트가 활

동했던 고전-낭만 시대에 보기에도 그 시대에 사용했었던 완전 5도의 사용은 당

대에도 고풍스럽게 느껴졌을 것이고 그러한 느낌의 표현으로써의 완전 5도의 사

용은 적절했을 것이다.

81) 헬리오폴리스 ((이집트 북부, Nile 강의 삼각주에 있었던 고대 도시; 태양신 Ra

신앙의 중심지)) : Dong-a's Prime English-Korean Dictionary

82) 음악세계 역,“ “작곡가별 명곡 해설라이브러리 –러시아악파”, 음악세계, 2001년 7월 30일,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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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0) M.Mussorgsky, Pictures at an Exhibition 

no.2. ,,Il Vecchio Castello (고성)“II D.754 mm.11-16

“중세의 환상. 고성 앞에서 음유시인이 노래한다.”83)

 마지막 근거로는 Kloster(수도원, 수녀원)의 단어 사용에서 생각해 볼 수 있

다. 과거 서양음악의 태동은 종교음악으로부터 시작하였고 Gregorian chant 

등의 초기 종교음악은 완전음정들의 병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작곡가들에게 완전음정의 사용이 종교적인 색채를 나타내는데 많이 사용

되었다. 악보51에 나오는 부분도 이러한 근거로 사용 될 수 있다. 

83) 음악세계 역, Ibid.,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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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1) Aus,, Heliopolis.(헬리오폴리스)D. 754 “II D.754 mm.25-28

Text: Johann Baptist Mayrhofer

Atme du den heil'gen Äther

성스러운 대기를 호흡하고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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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52) F.Liszt, Chapelle de Guillaume Tell(빌헬름 텔 성당84))) mm.44-49, 

 

              (악보 53) F. Liszt, Chapelle de Guillaume Tell mm.88-97

84) Humphrey Searle, “리스트의 음악세계”,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2년 7월 20일,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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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4)F.Schubert, Winterreise op. 89, D. 911

no.24 Der Leiermann(거리의 악사85)) mm.25-36  

Text: Wilhelm Müller

Und sein kleiner Teller Bleibt ihm immer leer.

그의 작은 접시는 항상 비어 있네

Keiner mag ihn hören,Keiner sieht ihn an,

아무도 그를 들으려 하지 않고, 아무도 그를 쳐다 보지 않네

Und die Hunde knurren Um den alten Mann.

개들만 그 노인을 맴돌며 으르렁거리고 있네86)

85) 피종호, op. cit., p.157

86) 피종호, op. cit.,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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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54를 보면 피아노 저음역의 완전5도87)가 일관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완전 5도의 사용과 가사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leer(짐이 없는, 

빈)의 단어의 의미 강조와  위의 제시된 가사의 2번째 행의 가사

아무도 그(거리의 악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개들만이 그 주위

에 어슬렁거리는 장면에서 거리의 악사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가사의 내용와 empty fifth(비어있는 5도), bare fifth88)(맨, 발가벗은 

5도)라도고 불리는 완전5도의 음향과 부합한다. 

 

(악보 55) Lied der Mignon III(미뇽의 노래 3), op. 62 D. 877 no.3, mm.15-19

Text: Johann Wolfgang von Goethe

　　　　     F♯ : S           
V
D     T  D  -  T            -                  

                                                                               
                                 D : DP           -   T  D    T   

87) 원조 a minor 의 3음이 없는 tonic이다.

88) 한국어로 완전 5도라 불리는 것들은 원어로 perfect fifth, open fifth, bare

fifth, empty fifth 인데 후자 두 개는 완전5도의 음색을 잘 나타낸 용어이다. :　

http://en.wikipedia.org/wiki/Perfect_fif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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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t ruh' ich eine kleine Stille,

그곳에서 나 짧은 휴식 취한 뒤,

Dann öffnet sich der frische Blick;

생기 얻은 두 눈 다시 뜨면89)

(악보 56) Lied der Mignon III(미뇽의 노래 3) D.877, mm.35-39

Text: Johann Wolfgang von Goethe

     F♯ : S           
V
D     T  D   -  T            -                  

                                                                                                                                      d : DP            -    t  D    t     

Zwar lebt' ich ohne Sorg' und Mühe,

나 생계 걱정 없이 살기는 했어도,

Doch fühlt' ich tiefen Schmerz genung.

가슴 속 깊은 괴로움은 많았네

89) 김동운, op. cit., p.355 -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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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 조적 근친성과 text의 상관관계 항목(p.)에서 먼 조로의 갑작스러운 

전조가 위의 가사 중 “생기있는 두눈”과 “괴로움은 많았네”를  강조한다고 밝

힌 바 있다. 이 부분에서는 화성, 조적인 측면을 제외한 음색적인 측면에서 어

떻게 위 가사가 강조 될 수 있는지 밝힌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음색은 화성과 조적인 측면 등의 수많은 음악적 요소를 

포괄할 수 있다.90) 하지만 본 논문의 항복 구별방법상 위의 요소들을 제외하고 

음의 강약과 밀도, 음역과, 방향성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처음으로 살펴 볼 것은 음의 강약 측면이다. 

(악보 57) Lied der Mignon III(미뇽의 노래 3) 강약 악보)

 

90)　Don Mihael Randel, “Harvard concis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Belknap press, 1999년 p.675 　‘Tone color’ :　

　　　It is largely, not exclusively, a function of the relative strengths of the

harmonics (and sometimes nonharmonic frequencies )　present in the sound.

　　　그것은 넓게 보면 소리에 나타나는 화성(때로는 비화성 음)들 간의 상대적인 힘의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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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악보는 곡 전체 부분에서 강약만 표시한 악보인데 이 음악은 처음부터 전

반적으로 p나 pp의 여린 강약기호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여린 분위기 속에서 처음 17 마디에서 f 강한 다이나믹이 나오고 같이 여린 

분위기로 지속된 후 36마디 37마디까지는 f – ff 로 강약 변화가 일어남으로

써 이곡 전체에서 강약으로 가장 큰 부분이 된다. 즉 절대적인 다이나믹의 세

기 외의 상대적인 곡 전체의 강약 흐름을 보더라도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마

디7-18 그리고 36-37 이 된다. 이 부분의 가사를 살펴보면 아래 악보와 같다.  

(악보 58) Lied der Mignon III(미뇽의 노래 3) 강약 악보 +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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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위에서 살펴본 화성적, 조적인 측면외의 강약 면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은 

가사, 생기 얻은 두 눈(frische Blick;)과 Schmerz genung. 

괴로움은 많았네(Schmerz genung.) 부분이 된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선율의 방향성과 음역 측면에서 위 두 부분이 

어떻게 강조 되었는지 살펴보자.

(악보 59) Lied der Mignon III(미뇽의 노래 3) 선율 mm.5-19, 25-39)

 18,38 마디에 각각 생기있는, 괴로움을 뜻하는 단어에서 이전까지 쓰이지 

않았던 음이(F#5)쓰였고 그 음은 이 악곡을 통틀어 가장 높은 음역이다. 

그리고 이 음을 향한 옥타브 아래의 F#4음부터 순차적으로 상행하는 선율의 

길이 역시 가장 길다.91) 이것을 통하여 슈베르트는 특정 부분의 가사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전까지 쓰이기 않았던 음역이 음을 사용함으로

써 그 부분의 새로운 음색을 만들어내고 그 부분의 음역, 음색을 사용하기 

91) “생기있는, 괴로움”을 나타내는 선율은 D5 – F#5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음은

아래음역의 F#4부터 순차 상행하여 단6도, 완전8도 상행하여 이 선율에 도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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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선율의 방향성과 그 방향성의 길이, 음정까지 어떻게 조절했는지를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의 밀도 측면에서 살펴보자.

이 곡은 Nicht zu langsam(너무 느리지 않게)의 나타냄 말을 가지고 있고 

피아노 성부는 전반적으로 코랄풍으로 선율을 중복하면서 화음 구성음을 

충실이 메꿔주고 있다. 

 하지만 이와 대비적으로 화음 구성음이 수직적으로 하나 밖에 쓰이지 않은 

곳이 두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의 해당하는 가사는 Dann öffnet sich der (다시 

뜨면) 과 Doch fühlt' ich tiefen (가슴 속 깊은) 이다.

(악보 60) Lied der Mignon III(미뇽의 노래 3), op. 62 D. 877 no.3, mm.15-19

Text: Johann Wolfgang von Goe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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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1) Lied der Mignon III(미뇽의 노래 3) D.877, mm.35-39

Text: Johann Wolfgang von Goethe

  

  이 두 부분은 수평적으로 진행하면서 화음 구성음을 모두 채우기는 하나 수

직적으로는 피아노의 모든음과 인성 선율이 같은 음을 연주하면서 완전한 유

니즌을 이루게 된다. 이 두 부분은 이 음악의 화음 구성음을 수직적으로 모두 

채운 다른 부분과 음색적으로 구별되고 이 구별되는 유니즌의 음색이 본래의 

화음 구성음을 모두 채운 풍부한 음향으로 돌아오는 가사 frische Blick;(생기 

얻은 두 눈), Schmerz genung.(괴로움은 많았네) 부분 역시 강조되게 된다. 슈

베르트의 다른 악곡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음색적 차별화를 꾀한 예는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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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2) Gruppe aus de Tartarus(지옥의 영혼들92)). op.24 (Zwei Lieder) no.1, D.583, mm.7-10

Text: Friedrich von Schiller

      

Horch - wie Murmeln des empörten Meeres,

들으라 사나운 바다의 외침소리,93)

 위 악곡 마디 9의 단어 empörten (사나운) 부분은 E♭의 D화음 구성음을 4

개를 모두 충실히 채우고 있으나 그 전 두 마디를 보면 지속음 D가 유지 된 

채 화음 구성음이 D를 제외한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화

음구성음이 2개 있는 화성적으로 덜 풍부하고 빈약한 상태에서 화음 구성음이 

92) 김동운, op.cit., p.326

93) 김동운, op.cit., 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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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있는 E♭의 D 화음의 출현은 상대적으로 앞선 두 마디에 비해 화성적으

로 풍부하게 들릴 것이고 그 부분의 가사 역시 그러한 이유로 강조 될 수 있

다. 이부분은 화음 구성음이 2개에서 – 4개로 늘어난 것 뿐 아니라 수직적인 

피아노 성부의 음의 개수도 4개에서 6개로 늘어났는데 이것 역시 가사 

empörten (사나운) 가 나오는 부분을 강조하는데 역시 일조 하고 있다. 

(악보 63) Schwanengesang D.957, no.9 Ihr Bild.(그녀의 초상화94)) mm.1-6

 Text : Heinrich Heine  

Ich stand in dunkeln Träumen

몽롱한 꿈 속에서

und starrte ihr Bildnis an,

그녀의 초상화를 보고 있었네

 악보63 부분을 살펴보면 피아노 성부와 인성 선율이 같은 음으로만  연결하면서 수

직적으로는 유니즌이 되고 화성음 수평적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64)F.Schubert, Schwanengesang D.957, no.9 Ihr Bild.(그녀의 초상화) mm.8-12

 Text : Heinrich Heine  

94) 김동운, op.cit.,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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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das geliebte Antlitz

그러자 사랑스런 그녀의 얼굴에

Heimlich zu leben begann.

은밀하게 생기가 돌기 시작했네.95)

 악보 64부분은 악보 63 부분과는 달리 피아노 최상성부가 인성선율을 중복하

고 있기는 하나 수직적으로 내성과 베이스 모든 성부 포함, 화음 구성음을 충

실히 채움으로써 전 부분에 비하여 수직적으로 풍부한 음향을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인접한 두 악구의 대비되는 음향의 성격과 가사의 특성 역시 일치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95) 김동운, op.cit.,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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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5) Schwanengesang D.957, no.13 Der Doppelgänger(분신), mm.1-63

Text: Heinrich H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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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악곡의 형식은 

Introduction(전주) - A - A - A - A - B – Postlude(후주)

로 구성되어 있는데 형식대로 악보를 재배치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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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전주) mm.1-4

 A (mm.5-14)

A (mm.15-24)

A(mm.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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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34-42)

B (mm.43-56)

Postlude(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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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들 중 전주와 A, A

, A

, A

 에 이르는 5부분의 화음진행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아래그림과 같다. 

(악보 66) Der Doppelgänger(분신), A, A

, A

, A

 화음 진행 )

96)

  b :　ｔ　　 　  　 D        t        D        ｔ　　　     d        tG        D (D

)

                                                                  

                   
 수직적인 측면에서만 보았을 때 구성음 2개만 가지고 있는 화음은 그 화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성립될 수 없다.97) 근음과 5음만 있을 때에는 장3화음인지 

단3화음인지 알 수 없고 3도 간격으로 두음이 있을 때에는 그 화음이 어떠한 

화음의 근음과 3음인지, 3음과 5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위곡의 mm.1-10 까지 화음은 구성음 2개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구성음을 다 사용하는 대부분의 화음과 비교하여 특수한 음향을 

얻었는데 그 부분의 가사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96) 검은색 음표는 수평적 화음진행 및 가사의 멜로디를 고려하여 간주된 화음의 생

략된

음들이다.

97) 수평적인 측면이나 구조적인 특징을 고려하면 어떠한 화음인지 알 수 있는 경우

도 있으나 위의 경우에서는 화음의 수직점 울림 자체의 음색만을 설명하기 위하

여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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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l ist die Nacht, es ruhen die Gassen,

밤은 고요하고, 골목길은 한적한데

In diesem Hause wohnte mein Schatz;

이 집에 나이 님이 살았었지.

Sie hat schon längst die Stadt verlassen,

님은 도시를 떠난 지 오래지만

Doch steht noch das Haus auf demselben Platz.

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네

Da steht auch ein Mensch und starrt in die Höhe

거기 한사람이 서서 산을 바라보다가

Und ringt die Hände vor Schmerzensgewalt;

고통스럽게 힘껏 두 손을 비비는데98)

 

 음악안에서 화음의 구성음이 2개밖에 나오지 않아서 어떠한 화음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의 가사는 주인공이 사랑하던 님이 살던 그 집 앞에서 고

통스럽게 손을 비비는 남자를 바라보는 상황이다.

98) 피종호, op.cit.,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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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7) Der Doppelgänger(분신), , A 화음 진행 )

     b :　ｔ　　  D      t            D     ｔ　　　     d      tG       (D

)

                                                              

34 마디 화음에 주목해보자. 34마디 형식인 A

직전까지 8개로 패턴화된 8마디

의 화음진행이 3번 반복 될 동안99) 첫 악구인 b minor의 t은 항상 3음이 없

는 근음과 5음만 사용되어서 중의적100) 인 화음이 사용되었던 반면에 34마디 

첫 화음은 3음이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확실한 b minor의 t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부분의 가사는 아래와 같다. 

Mir graust es, wenn ich sein Antlitz sehe -

그 얼굴 보니 소름끼치네,

Der Mond zeigt mir meine eigne Gestalt.

달빛에 비친 그는 바로 내 모습.

99) Introduction(전주)의 4마디까지 합치면 4번 반복이다.

100) 수직적인 측면에서 3음이 없기에 장3화음인지 단3화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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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자가 비로소 주인공이 사랑하던 님이 살던 그 집 앞에서 고통스럽게 손

을 비비는 남자가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는 화음의 구

성음이 3개 다 나와서 어떤 화음인지 명확히 나온다. 위의 곡의 제목왜 

Doppelgänger(분신)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8개로 고정화된 화음들은 음악이 진행되면서 가사의 의미 및 음악저 

진행감에 맞추어 변화되면서 나오는데 그 과정은 아래 악보에 나타나 있다.

(악보 68) Der Doppelgänger(분신) 으뜸화음과 딸림화음의 변화형

101)

 Tonic과 Dominant는 근음과 3음이 쓰이거나, 근음과 5음이 쓰이거나, 구성

음이 다 쓰이거나, 다 구성음들 중 변화된 음이 같이 쓰이거나 등등의 많은 조

합가능성으로 단 두 화음으로도 다양한 음색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음색의 변화

과정이 하나의 음악적 흐름을 만들고 있다.  

101) 마디수는 그 화음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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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9) Der Doppelgänger(분신) B 부분 화음 진행 mm.43-47

 위 악보는 전체 음악에서 대비되는 부분인 B부분의 화음진행인데 A와는 방향

성이나 조적인 측면에서 다른 화음진행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베

르트는 이 곡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음색적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체 63마디에서 단 4개(5마디)를 제외한 모든 화음이 F#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3개는 F#음이 포함되는 화음의 도미넌트이고 이 화음들은 이 곡의 전

체 형식 Introduction(전주) - A

 - A


 - A


 - A


 - B – Postlude(후주)

중 B부분에 나옴으로써 나머지 부분과의 음색적 차별을 일으키고 나머지 두 

개는 Postlude(후주)부분에서 일탈을 통한 종지의 확립을 위하여 기존 화음진

행에서 변화된 화음이 나오거나 보조적 화음으로 쓰이는 것들이다.

(악보 70)F.Schubert, Schwanengesang D.957, no.13 Der Doppelgänger(분신), mm.47-53

Text: Heinrich Heine

     d# : t             D           t                D  b: (D/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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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1)F.Schubert, Schwanengesang D.957, no.13 Der Doppelgänger(분신), mm.56-63

Text: Heinrich Heine

       b :　ｔ　　　 　  D 　　　　　  t       N        (D)　->  s        T      -

                                                  

 그것 뿐 아니라 인성 선율 또한 마지막 부분인 B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서 F#으로 악구를 마무리하며102) 곡 전체에서 F#위주로 선율이 진행하는 것

을 볼 수 있다.103)  

 이 음악은 원조 b minor의 dominant인104)  F#선율의 화음 변주곡이라고 봐

도 무방할 정도로 F#음을 유지한 채 화음의 구성음의 조절 및 변화 그리고 그 

음을 공유한 다양한 화음 구사를 통하여 다양한 음색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그러한 음색적 사용 역시 가사의 연관성 및 음악의 진행감을 고려한 세심한 

설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102) 마지막 부분에서는 B음으로 악구를 마무리 짓는다.

103) 원조 b minor의 dominant가 바로 F#인데 이 곡에서의 주된 F#음의 사용은 그

음의 어원의 성격과 일치한다.

104) Dominant는 지배적인,우세한,주요한,주된 뜻을 가지고 있고 원조의 음계에서 5

번째 음이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음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음이자 화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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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성적 리듬105)

슈베르트 연가곡 집  Schwanengesang 중 no.11 Die Stadt(도시106))곡의 시는

3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악곡의 형식은 

Introduction(전주) - A – B – Aʹ - Postlude(후주)로 이루어져 있다. 

3/4 박자 총 40마디로 이루어진 이 곡의 화성적 리듬은 아래와 같다.107)   

(악보 72) no.11 Die Stadt(도시) 화성적 리듬

105) 화성적 리듬이란 화음이 바뀌는 단위의 리듬을 뜻한다.

106) 김동운, “성악인을 위한 독일예술가곡 노래말 사전”, 지음, 2007년 1월 20일,

P.219

107) 화음이 변하지 않아도 구성음의 개수가 많아지거나 음역이 달라지거나 구성음

들의 리듬 음형의 변화 특히 베이스의 변화는 그 음색의 변화로 말미암아 때에

따라 화성적 리듬이 변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주기에 화성적 리듬의 변화로 간주

하기도 하나 악보 72에서 그것을 일일이 수치화해서 표시하기에는 굉장히 세밀

하고 정밀하기에 악보72에서는 구성음의 변화가 있을 때 에만 화음이 변한 것으

로 간주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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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가 포함되지 않은 전주와 후주를 제외하고 A, B, Aʹ 부분만을 가사와 화

성적 리듬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논할 때 시 1연과 3연을 사용한 A와 Aʹ 부분

의 화성적 리듬변화의 단위108)는 6.4.3.2,1 들이 쓰이면서 화성적 리듬도 다양하

게 쓰였고 전반적으로 한마디에 한번정도 화음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B 

부분을 살펴보면 36으로 지속되는 12마디 동안 화음이 한번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화음만 변하지 않는 것 뿐 아니라 맨 마지막 마디인 27마디를 제외하고109) 같은 

화음이 지속 되는 동안 화음 구성음의 리듬도, 음형도, 음의 강약 조차 변하지 

않는다. 

108) 4분음표 개수

109) 27마디의 음형의 변화는 Aʹ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B부분의 종지감 형성을 위

한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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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3) Schwanengesang D.957, no.11 Die Stadt(도시110))mm.16-27

Text: Heinrich Heine            

     cm :　L on T            -                     -

    
(악보 74) Die Stadt(도시) B 부분 화음      

                        

                     C diminished 7 chord(mm.16-27)     
                               
                               (L on T)

110) 김동운, “성악인을 위한 독일예술가곡 노래말 사전”, 지음, 2007년 1월 20일,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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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로써 악곡 B부부에서는 인접한 A와 Aʹ부분 보다 화성적으로 정

체되어 있는 느낌을 주는데 비단 화성적 리듬 때문만은 아니다. 이 부분에서 

지속되는 화음은 c minor의 으뜸음위에 감7화음이 쓰였는데 이 화음은 구성음 

4개간의 간격이 동일하기에 이 음들 간의 위계적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표 14  C diminished 7 chord

(mm.16-27) =  L on T )

A Eb

F♯

C 화음 구성음간의 위계적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떠한 화음인지 어떠한 음

이 진정 근음인지 화음 진행하는 맥락을 보지 

않고 수직적 소리만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한데 

이 부분에서는 화음진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수

평적으로는 긴 화성적 리듬을 통한 화성적 움직임

의

 

정체성(停滯性)을, 수직적으로는 어떠한 화음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불명확성

을 동시에 주고 있다. 위 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Am fernen Horizonte erscheint, wie ein Nebelbild,

저 멀리 수평선 위로 안개에 쌓인 듯

Die Stadt mit ihren Türmen, in Abenddämmrung gehüllt.

탑들이 있는 도시가 저녁 노을에 쌓여 나타나네.

Ein feuchter Windzug kräuselt eie graue Wasserbahn;

한 줄기 눅눅한 바람이 잿빛 뱃길에 물결 일으키고

Mit traurigem Takte rudert der Schiffer in meinem Kahn.

내 조각배의 사공은 처량하게 노 저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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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Sonne hebt sich noch einmal leuchtend vom Boden empor

태양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며 수면위로 떠올라

Und zeigt mir jene Stelle, wo ich das Liebste verlor.

내 사랑하는 연인 잃어버린 저 곳을 비추네111)

  

 1연의 탑들이 있는 도시가 저녁 노을에 쌓여 나타나네, 3연의 태양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하여 등의 동적인 심상이 나타나는 가사에 비하여 2연에는 잿빛 

물결, 처량하게 노저어가네 등의 가사들을 긴 화성적 리듬으로 처리함으로써 

1,3연의 동적움직임의 묘사 및 2연의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의 묘사를 

화성적 리듬의 대비를 이용하여 잘 처리하였다.      

              

 

111) 김동운, op.cit.,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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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5) Winterreise op.89, D.911 no.24 Der Leiermann(거리의 악사112)) mm.1-61  

Text: Wilhelm Müller 

                                                      

                               (D)  t   (D)  t   (D)  t         (D) t   (D) t

       a : t        -       -         -       -        -          -       -     

   

  

                       (D)        t      (D)  t   (D)   t                (D) 

        t              -           -           -        -             -       

        

  

                        (D)   t       (D)   t     (D) t      (D) t (D)  t   (D)   t 

        t              -           -           -        -             -         

 

112) 피종호, op.cit.,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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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곡의 화음진행은 곡 처음부터 끝까지 tonic의 지속음으로 되어있다. 최저 

성부에 3음이 빠진 근음과 5음으로만 이루어진 t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그 위

에 t – d – t 진행 외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나는 화성적 정체성

(停滯性) 및 불변성은 시 내용과 연관성이 있다.  

                        Drüben hinterm Dorfe steht ein Leiermann

마을 뒤 저편에 거리의 악사 서 있네,

Und mit starren Fingern dreht er, was er kann.

굳은 손가락으로 온 정성 다해 연주하네

Barfuß auf dem Eise wankt er hin und her

얼음 바닥에 맨발로 이리저리 비틀거려도,

Und sein kleiner Teller bleibt ihm immer leer.

그의 작은 접시는 항상 비어있네.

Keiner mag ihn hören, keiner sieht ihn an,

아무도 그를 들으려 하지 않고,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네,

Und die Hunde knurren um den alten Mann.

개들만 그 노인을 맴돌며 으르렁거리고 있네.

Und er läßt es gehen alles, wie es will,

어떻게 해도 그는 상관하지 않고

Dreht und seine Leier steht ihm nimmer still.

연주만 하네, 그의 악기는 결코 멈추지 않네

Wunderlicher Alter, soll ich mit dir geh'n?

이상한 노인이여, 나 그대와 함께 가리까?

Willst zu meinen Liedern deine Leier dreh'n?

나의 노래에 맞춰 그대의 현을 켜 주시겠소?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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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 얼음 바닥에 맨발로 이리저리 비틀거려도, 그의 작

은 접시는 항상 비어있네. , 어떻게 해도 그는 상관하지 않고 연주만 하네, 그

의 악기는 결코 멈추지 않네 등의 가사내용을 살펴보면 악사의 접시는 항상 

비어 있으며 언제나 누구든 그의 연주를 들어주지 않는 쓸쓸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는 긴 화성적 리듬으로 인한 

화음진행의 정체성(停滯性)은 가사의 상황과 부합한다. 

113) 피종호, op.cit.,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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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6) Gruppe aus de Tartarus(지옥의 영혼들) op.24 (Zwei Lieder) no.1, D.583, mm.7-10

Text: Friedrich von Schiller

Horch - wie Murmeln des empörten Meeres,

들으라 사나운 바다의 외침소리,

  위 곡 마디 9를 보면 화성적 리듬이 4박으로 앞선 두마디의 1박보다 4배나 

길다. 이 때 화성적 리듬 길이의 차이에 따른 Agogic accent114)가 일어나는데 

이 악센트는 마디9의 empörten(사나운) 가사를 강조시킨다. 이처럼 큰 화성적 

리듬의 대비는 Winterreise no.24 Der Leiermann(거리의 악사)처럼 악곡 전체

나 Schwanengesang no.11 Die Stadt(도시)처럼 악곡의 한 부분 전체에 적용 되기

도 하지만 위의 예처럼 상대적으로 짧은 한 악구안에서도 유효하다. 

114) An agogic accent is an emphasis by virtue of being longer in duration.

: http://en.wikipedia.org/wiki/Agogic_ac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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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7) Aus,,Heliopolis.II(헬리오폴리스115)) D.754 “II D.754 mm.8-11

Text: Johann Baptist Mayrhofer

Wasserfälle, Windesschauer, unbegriffene Gewalt.

폭포수, 휘몰아치는 바람, 미지의 위대한 힘116)

 

 위 곡의 나타냄 말은 Geschwind und kräftig(빠르고 힘차게)이다. 악보77의 

가사 폭포수, 휘몰아 치는 바람, 미지의 힘은 상대적으로 짧은 2분음표 길이

의 화성적 리듬으로 표현되어 있다.  

115) 김동운, op. cit., p.448

116) 김동운, op. cit., p.448 -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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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8)F.Schubert, Aus,,Heliopolis.II(헬리오폴리스), D.754 “II D.754 mm.12-16

Text: Johann Baptist Mayrhofer

Einsam auf Gebirges Zinne, Kloster wie auch Burgruine,

폐허의 성처럼 산 봉우리 위에 외로이 서 있는 수도원

 악보77과 바로 인접해서 나오는 부분인 악보78은 가사 폐허의 성처럼 산 봉

우리 위에 외로이 서 있는 수도원은 상대적으로 긴 온음표 두 개 길이의 화성

적 리듬으로 처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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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9) Aus,, Heliopolis.(헬리오폴리스)D. 754 “II D.754 mm.39-46

Text: Johann Baptist Mayrhofer

43

Laß die Leidenschaften sausen im metallenen Akkord,

온 정열을 쏟으라:

Wenn die starken Stürme brausen,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칠 때

Findest du das rechte Wort.

그대 비로소 합당한 단어를 찾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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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가사 역시 악보77 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짧은 화성적 리듬으로 처

리 되어있다. 악보77, 78, 79 세 부분의 가사와 화성적 리듬 관계를 정리하면 

악보와 같다. 

(악보 80)Aus,, Heliopolis.(헬리오폴리스) 화성적 리듬 + 가사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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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serfälle(폭포수,) Windesschauer(휘몰아치는 바람),

unbegriffene Gewalt (미지의 힘),

Laß die Leidenschaften sausen im metallenen Akkord,(온 정열을 쏟으라:)

Wenn die starken Stürme brausen,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칠 때)

 이 시의 위의 단어들은 짧은 화성적 리듬으로 인한 화음 진행감으로 동력을 

얻게 되는 데에 반해 

Einsam auf Gebirges Zinne, Kloster wie auch Burgruine,

폐허의 성처럼 산 봉우리 위에 외로이 서 있는 수도원

 이 가사는 상대적으로 긴 화성적 리듬으로 인하여 선행, 후행하는 악구보다 

화성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화성적 리듬의 처리는 

외로이 서 있는 수도원의 정적인 이미지를 동적인 이미지인 폭포수와 정열등 

과 효과적으로 대비시킨다.

117) ( )안의 숫자는 화음의 길이를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써 quarter note(4분음표)

길이를 1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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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1) D.754 Aus,, Heliopolis.(헬리오폴리스) “II mm.46-54

Text: Johann Baptist Mayrhofer

Laß die Leidenschaften sausen im metallenen Akkord,

온 정열을 쏟으라:

Wenn die starken Stürme brausen,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칠 때

Findest du das rechte Wort.

그대 비로소 합당한 단어를 찾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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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악보는 악보79에 인접해서 후행하는 악구이고 같은 가사에 같은 길이의 

화성적 리듬이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적인 진행감이 전 악구보다 더 강하

다. 그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 중 첫 번째는 화음진행의 방향성이고 두 번째 이

유는 화음진행이 강 진행을 하느냐 약 진행을 하느냐의 차이이다.118) 

먼저 전악구의 화음진행이 강진행을 하는지 약진행을 하는지, 화음진행과 베이

스 성부의 방향성이 아래의 축약된 악보를 통하여 살펴보자.

(악보 82) D.754 Aus,, Heliopolis.(헬리오폴리스) II, mm.39-42

118) 화음진행하는데에 있어서 인접한 화음간 음색의 동질성 및 이질성의 정도에 따

라 화음진행감의 정도가 각각 다르고 일반적으로 두 화음간 음색의 동질성이 같

거나 조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진행감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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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3) D.754 Aus,, Heliopolis.(헬리오폴리스) II, mm.46-50

 같은 가사가 쓰인 위 두 부분을 보면 우선 Staff I에서 나타난 화성적 리듬의 

길이를 보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각 악보의 Staff II를 보면 악보

82는 반복되는 화음이 4개로 악보83의 1개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Staff III 의 보조화음으로 연결된 긴 화성적 리듬을 봐도 악보82은 6박

으로 악보83의 4박보다 상대적으로 더 긴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복되는 화

음이 많을 경우에는 음색적으로 통일성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음이 

반복되지 않았을 때 보다 진행하기보다는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줄 수 있고 

보조화음으로 연장된 화음이 길면 길수록 역시 한 화음이 길게 지속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약할 수 밖에 없다. 이 

뿐만 아니라 최저성부의 진행 방향성에 있어서도 악보82은 화성음 사이에 보

조음이 진행하듯119) 상행-하행이 연속적으로 사용되면서 상대적으로 계속 순

119) 보조음은 화성음 사이에 순차적으로 상행, 하행하는 음이기에 상행-하행,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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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하행하는 방향성을 가진 악보83보다 더 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 역시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악보83의 Staff IV를 보면 악보83은 3도 하행하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통음이 하나 있는 3도 관계를 사용함으로써120) 화음진행

이 강진행을 보이는데에 반해서 악보82은 병진행으로 화음진행이 딸림화음으

로 도착하기인 41마디 3번째 박 전까지는 병진행으로 일관되게 진행함으로써 

화음 진행의 강약에 있어서도 악보83보다 약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 아래와 같다.

 - 슈베르트 음악에 있어서 화성적 리듬의 길이는 가사의 동력과 어느정도    

 일치한다.

 - 화성적 리듬의 길이가 같다고 해도 화음진행의 강약, 방향성, 같은 화음    

 의 반복횟수와 주기에 따라 진행도의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다.   

 시를 text의 재료로 사용하여 만드는 가곡은 시의 문학적인 표현을 음악적으

로 치환시켜 생기를 불어넣는 거 외에도 음악적인 진행 및 구조의 확립, 그리

고 중요 단어 및 행, 연을 강조하기 위하여 반복하는 일을 종종 찾아 볼 수 

있는데 위 곡에서도 가사 

하행-사행 하는 방향성을 가진다.

120) mm.46-49까지 4마디 안에서 5번의 3도 하행하는 화음진행 중 공통음이 2개있

는 3도 진행이 한번, 공통음이 하나 있는 3도 진행이 세 번, 공통음이 없는 3도진

행이 한번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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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허의 성처럼 산 봉우리 위에 외로이 서 있는 수도원

이후 화성적 리듬이 빨라져서

온 정열을 쏟으라: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대 비로소 합당한 단어를 찾으리라.

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음악과 시 모두 점점 빨라지는 상황 속

에서 Johann Baptist Mayrhofer가 지은 Heliopolis의 시는 끝이 났지만 음악

적인 종지 및 진행감을 위하여 슈베르트는 마지막 연의 가사를 반복하면서 음

악적인 부분을 더 작곡했고 그 것 역시 이전부터 이어오던 빨라지던 음악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화성적 리듬의 길이는 유지하면서도 화음진행의 강약 

조절과 방향성 조절 등으로 어떻게 빠른 흐름 진행을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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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초기 성악작품에서는 음악이 텍스트에 온전히 종속되어 단지 반주를 하던 형

태가 주를 이루었던 데에 반하여 현대에 와서는 텍스트를 분절하여 음향적인 

요소로 사용하는 등 언어와 음악이 한 작품 내에서 불균등한 관계를 이루는 

작품들과 달리 예술가곡은 두 분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본 고에서는 보다 긴

밀한 조화를 위해 개별적인 화음의 울림에서부터 그 화음들의 진행 및 그것들

을 아우르는 조의 변화, 같은 중심음을 기반으로 한 화음의 음향적 다양성, 그

리고 화성이 변화하는 단위의 완급 조절이 텍스트와 가지는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슈베르트의 작품에 나타난 음악과 텍스트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시어간의 관계 및 강조하고자 하는 시어를 화음간의 거리를 조절함으

로 표현하였다. 가령 특정 단어를 강조하고자 할 경우, 앞에서 지속되던 화성

적 문맥과 거리가 먼 화음을 수평적으로 연이어 배치함으로써 화성적 악센트

를 발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로, 시 안에서 일어나는 섹션간의 분위기 변화 및 시어가 지니는 운동성

을 화성적 리듬 변화의 완급 조절로 구현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장의 종류에 따라 종지의 화음 및 종지의 종류를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텍스트가 의문문일 경우 화성적 완결성이 결여된 반종지를 사용함

으로써 텍스트와 보다 긴밀한 조화를 추구하였다. 

 본고가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음악 작품에서 텍스트를 화성적으

로 다루는 방안 모색의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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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ext and　harmony in F.Schubert’s songs

Kyeongmook Kang

Department of Composi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rt song. A song intended for concert repertory, as distinct from a 

folk or popular song. An art song traditionally is a setting of a text of 

high literacy quality and, unlike most folk and popular songs, includes 

an accompaniment that is specified by the composer rather than 

improvised or arranged by or for the performer."

According to the definition stated above, the art song is the genre 

which combined two different areas of the art : literature and music. In 

order to combine literature and music equally, the rhythm, structure, 

mood, image and words of the poem are expressed according to the 

composition principle of music. If necessary, the elements of literature 

and music can be transformed to the extent that characteristics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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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not changed.

 The art song comprises the largest number in Schubert's works and his 

art song became the historical achievement in German songs as it 

established the romantic art songs. In addition, Schubert achieved piano 

and singing duets whereas the role of piano in the previous songs had 

been restricted to the accompaniment.

 The article aim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of harmony and the image, 

mood, and meaning of text in Schubert's songs. In the first two parts, 

the relationship between text and perspective which appeared in the 

horizontal connection of harmony and key will be discussed. The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xt and the manipulation of 

sound through the vertical resonance of harmony and the addition or 

omittance of constituting sound. In the end, the relationship of text and 

the speed control of harmonic rhythm change will be examined.

keywords : Harmonic Progression, Modulation, text, Variant Chord

Student Number : 2010-2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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