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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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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유 생상스(CamilleSaint-Saëns,1835-1921)는 랑스 후

기 낭만주의의 표 인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이다.그는 악

곡, 주곡,오페라,극음악,실내악,교회음악,발 음악,오라토리오,

칸타타,가곡 등을 포함하여 300여곡의 작품을 남겼으며,1870년

랑스 음악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작곡가로 평가되고 있다.

생상스가 말년에 작곡한 <Sonata,Op.168forBassoon and

Piano>(1921)는 통 인 고 주의 형식을 토 로 바로크양식에서

향을 받은 장식 이고 유연한 선율과 19세기 화려한 술 기교

가 결합된 곡으로,주요 바순 독주곡 퍼토리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작곡가 생상스의 생애와 그의 작품 경향,그리

고 생상스가 활동했던 당 의 랑스 음악문화와 음악 통에 해

고찰하고,그의 실내악 작품 하나인 <Sonata,Op.168 for

BassoonandPiano>(1921)를 다각도로 분석하 다.분석 결과,이

작품은 고 통과 낭만 색채가 충된 생상스의 고유한 음악

양식을 잘 보여주며,더불어 바순 고유의 음색과 악기 특성이 잘 나

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바순 연주자들로 하여 생상스와 이 작품에 한

이해를 돕고 더 좋은 연주를 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게 되기

를 기 한다.

주요어:까미유 생상스,<Sonata,Op.168forBassoonandPiano>,

보수 낭만주의,19세기 후반 랑스 음악문화

학번:2010-2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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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주 감정을 시하던 낭만주의(Romanticism)경향은 19세

기 후기에 어들어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한 양식들로 나타났다.까

미유 생상스(CamilleSaint-Saëns,1835-1921)는 이 시기 랑스에

서 활동한 표 인 음악가로서 고 통 형식에 기반을 두면서

도 당 의 낭만주의 경향을 잘 보여주는 작곡가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생상스는 악곡, 주곡,오페라,극음악,실내악곡 등 300여

곡의 작품을 남겼는데,처음에는 여섯 종류의 악기를 한 소나타

를 작곡하려고 했다고 해지고 있으나 그 세 개만 말년인 1921

년에 완성되었다.

<BassoonSonataop.168>은 이 때 작곡된 세 개의 악기를

한 소나타 하나로,<OboeSonata,op.166>(1921),<Clarinet

Sonata,op.167>(1921)과 함께 낭만주의 색채를 잘 드러내주는 작품

이며 바순 독주곡 주요 퍼토리 하나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 작품을 졸업연주 곡목 한 곡으로 선택하여 연주

한 바 있는데,이 소나타의 음악 분석과 생상스에 한 문헌 고찰

을 통해 작품을 좀 더 심도 깊게 이해하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구체 인 연구 내용으로,본론에서는 생상스의 생애와 그의 작

품경향,그리고 19세기 후반의 랑스 음악문화와 당 의 그의 활동

을 여러 문헌들을 통해 개 한 후,<BassoonSonataop.168>의 형

식과 조성,선율의 진행 화성의 특징 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 각 악장별로 분석할 것이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상스와 후기

낭만주의 음악 양식이 이 작품에서 어떻게 표 되었는지,그리고 이

작품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해 논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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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생상스와 19세기 후반의 랑스 음악문화

1.생상스의 생애1)

1835년 리에서 태어난 생상스는 일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

니와 고모에게 양육되었다.그는 모차르트와 비교될 정도로 어린 시

부터 뛰어난 음악 재능을 보 다.그는 3살 무렵 고모인 샬롯

마송(CharlotteMasson)에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여 10살 때 샬

리엘(SallePleyel)에서 첫 데뷔 무 를 가졌으며,이 때 본인이 쓴

카덴차로 베토벤 피아노 주곡 No.3c단조 (PianoConcertoNo.3

in c minor,Op.37)과 모차르트 주곡 No.15 B♭장조 (Piano

ConcertoNo.15inBflatmajorK450)를 연주하여 청 들에게 극찬

을 받았다. 한 그는 7살부터 피에르 말르당(PierreMaleden)에게

본격 으로 이론과 작곡을 배웠고,음악뿐 아니라 랑스 고 ,종

교,라틴어와 그리스어,수학 자연과학,천문학과 고고학,철학에

흥미를 보이며 다방면으로 재로서의 면모를 보 다.

생상스는 1848년 13세가 되던 해에 리음악원에 입학하여

느와(FrançoisBenoist,1794-1879)에게 오르간을,르베르(H.Rever,

1807-1880)와 알 비(FromentalHalévy,1799-1862)에게 작곡을 사

사했으며,특히 즉흥연주에 두각을 나타내었다.그는 비록 로마 상

(ThePrixdeRome)수상에는 실패했지만 1852년 성악과 악을

한 《성 세실르에 한 찬가》(Odeàsainte–Cécile)로 성 세실

르 회로부터 1등상을 수상하 다.이 시기 그는 룩(Christoph

WillibaldGluck,1714-1787)의 작품들의 에디션을 완성하 으며,이

후 베토벤(LudwigvanBeethoven,1770-1827),리스트(FranzLiszt,

1)GroveMusicOnline“Saint-Saëns,Camille”항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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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886),모차르트(WolfgangAmadeusMozart,1756-1791)의 작

품과 랑스 작곡가들에 의해 쓰인 클라 생(clavecin)작품들의 에

디션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생상스는 1853년부터 오르가니스트로 본격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 생 메리 성당(ChurchofSaint-Merri)의 오르간 주

자로 임명되어 활동했는데,이 때 자신의 첫 오르간 작품인 E♭장조

타지(FantasieNo.1fororganinEflatmajor)를 연하 다.2)

1857년에는 마들 교회(ÉglisedelaMadeleine)로 옮겨 오르가니스

트로서의 최고의 지 를 얻었다.그는 주로 헌과 성찬의식 때 그

고리아 선율로 즉흥연주를 했었는데,이 때 연주한 푸가 즉흥연주

는 매우 정교하고 형식 으로 완벽한 균형미를 선보여 이미 작곡된

것을 연주하는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3)후에 리스트는 이러한 그

의 즉흥연주를 듣고 세계에서 가장 한 오르가니스트라고 찬사

를 보냈다.

생상스의 교수로서의 활약도 매우 두드러진다.그는 20 의

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1861년부터 4년간 에꼴 니더마이어(Ecole

Niedermeyer)의 피아노 교수로 재직하여 포 (Gabriel Faure,

1848-1924), 메사제(André Messager, 1853-1929), 지구(Eugène

Gigout,1844-1925)등을 가르쳤다.그는 당시 랑스에서 잘 알려지

지 않았던 슈만(Robert Schumann,1810-1856),바그 (Richard

Wagner,1813-1883),리스트 등의 작품들을 소개하 을 뿐만 아니

라,열정 이고 지 인 스승으로서 학생들에게 당시의 음악과

술 반에 한 통찰력을 제시해주었다. 한 이 때 그는 무 작

품에도 심을 가져 그의 최 의 오페라 <은빛 음색>(LeTimbre

2)RollinSmith,Saint-SaënsandtheOrgan,(New York:PendragonPress,

1992),p.15./윤주 ,생상의 오르간 음악에 한 연구,이화여자 학교 석

사학 논문,2000,p.9에서 재인용

3)MichaelMurry,French Masters ofthe Organ,(New Haven:Yale

UniversityPress,1998),pp.58-59./윤주 ,p.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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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gent)을 작곡하 다.4)이 시기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안정된 시

기로,작곡가이자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로서 왕성하게 활동하 고

구노(Charles Gounod, 1818-1893), 로시니(Gioachino Rossini,

1792-1868)등 많은 작곡가 동료들과 후원자들로부터 큰 명성을 얻

었다.특히 구노는 그를 ‘랑스의 베토벤’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생상스는 1871년 당 의 랑스 작곡가들의 작품 활동을 장려

한다는 목 으로 로맹 뷔시느(RomainBussine,1830-1899)등과 함

께 랑스 <국립음악 회>(SociétéNationaledeMusique)를 창립

하 다. 이 회의 주요회원으로 포 , 랑크(César Franck,

1822-1890),랄로(ÉdouardLalo,1823-1892)등이 활동하 으며,이

들의 활동은 이후 드뷔시(ClaudeDebussy,1862-1918)와 듀카스

(PaulDukas,1865-1935),라벨(MauriceRavel,1875-1937)의 기

작품에 요한 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랑스뿐 아니라 미국과 국에도 그의 명성이 리 알려짐에

따라,그는 세계 각지로 많은 연주여행을 다니게 되었다.그는 1871

년 첫 여행지로 국을 방문하여 빅토리아 여왕(QueenVictoria)앞

에서 연주를 하 으며,1886년 런던 필하모닉 회의 으로 <교

향곡 제3번(SymphonyNo.3inCminor,Op.78"Organ")>을 작곡

하고 연하 다. 한 1893년 캠 리지 학에서,1907년 옥스퍼드

학에서 각각 명 박사학 를 수여받았으며,1902년 빅토리아 왕조

의 명으로 에드워드 7세(EdwardVII)의 식 행진곡을 작곡하

다.1906년 첫 미국 방문 시 필라델피아,시카고,워싱턴에서 성공

으로 연주를 마쳤고,1915년에는 뉴욕과 샌 란시스코에서 강의와

연주 활동을 하 다.말년에도 그는 알제리,이집트,스페인,포르투

갈,이탈리아,그리스,우루과이 등으로 연주여행을 다녔으며,1921년

12월 알제리에 있는 호텔에서 폐렴으로 사망하 다.

4)홍수민,C.Saint-Saëns의 “SonataforOboeandPianoOp.166”에 한 연

구분석 (이화여자 학교 석사학 논문,2007),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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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상스의 작품경향

생상스는 19개의 악곡,24개의 주곡,13개의 오페라,8개

의 극음악,피아노 오르간 등의 실내악,교회음악,발 음악,오라

토리오,칸타타,가곡 등을 포함하여 총 300여곡의 작품을 남겼다.

그는 특히 리스트의 향을 받아 랑스 작곡가로는 최 로 교향시

를 작곡하 다.생상스의 작품은 모두 19세기의 음악 장르이지만,

그의 가장 성공 이었던 작품들은 소나타,실내악,교향곡과 콘체르

토 등 통 인 고 주의 장르들을 기 로 하고 있다.5)

그는 어린 시 바흐와 베토벤을 매우 열심히 공부했고,멘델스

존(JokobLudwigFelixMendelssohn-Bartholdy,1809-1847)과 슈만

에 큰 향을 받았다.이러한 독일 통의 향은 그의 당 의 랑

스 음악,살롱 작품,오페라 등의 작품들에 스며들어 있다.한편으로

그는 랑스 음악의 고유성을 강조하여 17세기 랑스 춤곡 형식

(bourrée,gavotte,minuet등)의 부활을 작품 속에서 이끌어 내기도

하 다.

시기별로 생상스의 작품경향을 살펴보면,1850년 에는 슈만의

향을 받아 퀸텟이나 주로 피아노 작품들에서 굵고 무거운 텍스처

를 선보이는 등 주로 매우 진지하고 야심찬 큰 규모의 작품들을 많

이 작곡하 다.그러나 한편으로는 피아노 트리오나 심포니 2번의

경우와 같이 극히 섬세하고 부드러운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 다.

1870~80년 는 생상스에게 있어 가장 훌륭하고 특징 인 작품

들이 많이 작곡되었다.PianoConcertoNo.4inCminor,Op.44,

ViolinConcertoNo.3inBminor,Op.61,SymphonyNo.3inC

5)당시 랑스 작곡가들은 교향곡에 심이 없었기 때문에 생상스는 첫 교향

곡 발표 때에도 자신의 이름이 아닌 무명의 독일 작곡가 작품으로 연한

바 있다.

이재 ,C.Saint-Saëns의 BassoonSonata,Op.168에 한 연구 (연세 학

교 석사학 논문,2010),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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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Op.78 "Organ",Samson etDalila,Op.47,Le déluge,

QuartetforpianoandstringsinBflatmajor,Op.41,Sonatafor

violinandpianoNo.1inD minor,Op.75,Sonataforcelloand

piano No.1 in C minor,Op.32,Variationson a Themeof

Beethoven,for2pianos,Op.35,Lecarnavaldesanimaux등이

이 시기의 작품들에 해당한다.

말년인 1896년 SonataforviolinandpianoNo.2inE flat

major,Op.102부터 생상스의 작품 스타일은 다시 변화하게 된다.

특히 피아노 작품에서,그는 선 인 진행을 강조하여 무겁고 진지했

던 이 분 기에서 훨씬 가벼운 느낌으로 환하 다. 한 하

(FantaisieforharpinA minor,Op.95,Fantaisieforviolinand

harpin A major,Op.124,Morceau deconcert,forharp and

orchestrainG major,Op.154)와 목 악기(Odelette,forfluteand

orchestrainD major,Op.162,Sonataforoboe& pianoinD

major,Op.166,SonataforclarinetandpianoinEflatmajor,Op.

167,SonataforbassoonandpianoinGmajor,Op.168)의 가늘고

가벼운 울림을 선호하 다.

생상스의 음악은 반 으로 선율이 매우 유연하지만,한편으로

는 형식 이고 엄격한 부분이 많다.화성은 이론가 베버(Gottfried

Weber,1779-1839)의 향을 받았으며,3도 조가 통상 이다.리

듬패턴은 주로 반복되는 형태를 보이는데,이는 춤곡에서 뿐만 아니

라 이국 분 기의 작품에서도 잘 사용되고 있다.6)

이러한 특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생상스의 음악 언어는

반 으로 보수 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의 음악은 고 주의의

엄격한 화성진행을 사용하지는 않지만,반면 그와 동시 의 낭만주

의 작곡가들의 음악과 같이 날카롭고 강렬하거나,과장되지도 않다.

6)GroveMusicOnline“Saint-Saëns,Camille”항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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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그의 지 인 성향은 감정의 흐름을 배재하려는 의도로 해석

될 수 있다.그는 친구 까미유 벨 그(CamilleBellaighue)에게 “감

정 표 의 시도는 그것이 아무리 진실 되고 타당하다 할지라도 타

락의 씨앗이다.이는 형식 완성을 모색하는 일보다 감정표 에 우

선을 두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나는 음악이란 회화나 조각처럼 모든

감정을 제거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해왔다...감

수성이 발달되면 될수록 음악과 술은 순수 술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고 언 한 바 있다.7)

생상스는 그의 독자 이면서도 확고한 음악 스타일 그리고 독

일주의에 빠져있다는 이유로 당 에 많은 비 을 받기도 하 다.이

는 당시 1차 으로 인해 랑스와 독일간의 감정이 악화된 정치

인 배경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한 한편으로는 생상스가 수학을

좋아했다는 이유로 그의 음악이 정확하고 합리 이지만 내용이 없

다거나,음악을 수학으로 변형시켰다는 비 을 받기도 했다.8)

이러한 비 에도 불구하고 드뷔시나 라벨 등의 랑스 작곡가

들이 그에게서 상당한 향을 받았음은 분명하다.그의 작품에서 나

타나는 풍부한 색채와 기교 인 구성미,그리고 이것과 균형을 이루

는 고 우아함의 면모들은 새 시 의 랑스 음악을 개척하려는

그의 선구 노력이었으며9),궁극 으로 그의 작품이 추구했던 진보

와 보수,낭만주의와 고 주의의 충은 20세기 랑스 신고 주의

의 모태로 평가되고 있다.

7)CamilleBellaighue,ParolesetMusicque(Fais:PerrinetCie.,1925),

p.152/우희진,C.Saint-Saëns의 피아노 주곡 제2번 Op.22의 분석 연구

(단국 학교 석사학 논문,1997),p.7에서 재인용

8)이재 ,pp.4-5.

9)홍수민,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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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세기 후반의 랑스 음악문화와 생상스의 활동10)

19세기 후반 리는 오페라뿐만 아니라 콘서트 음악에서도

랑스 음악 문화의 심지 다. 랑스는 음악문화 창출을 하여

자국의 음악 유산 작곡가들 육성에 균형 있는 심을 가졌다.그

들은 하이든(FranzJosephHaydn,1732-1809),모차르트,베토벤,멘

델스존 등 독일의 고 음악 작품을 무 에 올리는 한편 구노,생상

스 등의 당 랑스 작곡가의 새로운 작품들을 함께 무 에 올려

자국 음악 발 을 도모하 다.

랑스 음악문화는 정치와 깊이 연 되어 있다.이 당시

1870~71년 랑스와 로이센 쟁 직후,정부와 리 엘리트들은

쟁의 패배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활발한 랑스 문화 창출을

해 노력했다.생상스가 당 작곡가들과 함께 창립한 <국립음악

회>가 이러한 활동 하나이다.이들은 랑스 작곡가들의 작품

연주 후원 라모(Jean-PhilippeRameau,1683-1764), 룩 등 17

세기 작곡가들의 작품을 출 하고 연주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과거

한 랑스 음악을 부흥시키고자 노력하 다.

이러한 흐름은 음악학교의 정책에도 반 되어,학생들을 체계

이고 집 으로 훈련시키는데 주력하게 된다.이러한 노력의 일환

으로 생상스가 교수로 제직했던 에꼴 니더마이어는 일반 음악 교육

과 함께 교회음악 교육에도 힘썼다.

당시 랑스는 랑크로부터 시작된 세계주의와 생상스 그

의 제자 포 의 음악으로부터 구 된 좀 더 랑스 인 통 추구

라는 두 가지 작곡경향이 존재하 다.생상스와 포 의 랑스

통은 고 주의 랑스 통 에 낭만주의 요소를 용한 것으

10)DonaldJ.Grout공 ,민은기 공역,(그라우트의)서양음악사 (서울:이엔

비 러스,2009),pp.185-188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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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11)질서와 제를 기본으로 하고 감정 과시나 음악 묘사보다

는 음들의 섬세한 패턴,리듬,색채에 주목하 다.이들의 음악은 서

사 이거나 극 이기보다는 서정 이고 춤곡처럼 들리고,풍성하여

복잡하거나 과장되기보다는 경제 이고 단순하며 겸허함을 추구하

다.이후 포 의 제자들,특히 최고의 교육자로 알려진 나디아 불

랑제(NadiaBoulanger,1887-1979)를 통해 이러한 랑스 통은

수많은 20세기 작곡가들에게 이어진다.

11)홍수민,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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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Sonata,Op.168forBassoonandPiano>의 작품

분석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 에서도 생상스는 특히 오 스트라로

반주하는 기교 이고 화려한 양식의 곡들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

져 있다.하지만 말년에 그는 소규모 실내악 장르라 할 수 있는 목

악기와 피아노를 한 소나타를 상당수 작곡하 는데,86세에 작

곡한 이 <Sonata,Op.168forBassoonandPiano>도 이 하나이

다.이 곡은 처음에는 피아노 반주 버 으로 작곡되었으나,2009년

사 트 주니어(RichardW.SargeantJr.)에 의해 오 스트라 반주

버 이 출 되기도 하 다.12)

이 곡은 총 3개의 악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1악장은

Allegrettomoderato,2악장은 Allegroscherzando,3악장은 Molto

adagio로 시작하여 Finale부분은 Allegromoderato로 이루어져 있

다.

생상스는 이 곡을 작곡한 후 생애 마지막 여행을 떠났고,그

해 알제리에서 사망하 다.생 에 그가 “나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듯 그 게 자연스럽게 작곡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긴 것처럼 이

작품은 여느 다른 곡보다도 생상스의 유지를 담은,유연하고 목가

음색,그리고 자연스러운 감성을 잘 살린 작품으로 평가된다.

분석을 해 본고에서 사용한 악보는 DurandS.A Edition

Musicales에서 1921년에 발행한 버 이다.

12)이 오 스트라 버 은 2 의 루트(2nd피콜로 더블링 포함)와 2 의 오

보에,2 의 클라리넷과,2 의 바순,2 의 호른과 2 의 트럼펫, 니와

악기부로 편곡되었고,Fairy’sKissPublishing에서 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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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악장

1악장의 형식은 변형된 소나타 형식으로 조성은 G장조이며,

박자는 4/4박자,템포는 Allegretto moderato이다.소나타 형식

(SonataForm)의 통 인 형태에 따라 이 악장은 크게 제시부와

개부,재 부로 나뉜다.한편으로는 이 세 개의 섹션이 완벽하게

고 시 소나타 형식의 형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각각 A-B-A’,즉 세도막 형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하지만,각 섹

션의 세부 인 구분(제1주제,제2주제,경과구)과 이들 각각의 역할

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므로 이 악장은 변형된 소나타 형식으로

보는 것이 하다.

각 섹션의 조성은 주로 3도 계로 움직이면서 낭만주의의 조

성 구조의 형을 보여 다.아래 표는 1악장의 형식을,아래 그림

은 3도 계에 놓여 있는 각 섹션의 조성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표1.제1악장의 구조]

구분 마디 조성

제시부
1주제 1-9 GM-em

2주제 10-15 G#M-bm

개부 16-24 E♭M-G♭M

재 부

1주제 25-29 GM

경과구 30-36 em-GM

2주제 37-44 GM

코다 45-51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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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도 계 조성]

1)제시부 (1-15마디)

제시부는 크게 1주제와 2주제로 나뉜다.

먼 제1주제는 1마디부터 9마디까지로 바순의 긴 멜로디 선

율이 1악장 체의 주제선율로 작용하며,이 선율은 완만한 온음계

순차 선율 진행을 보이고 있다.이 때 피아노 트는 높은 음역

에서 분산화음 형태로 하행하는 선율을 지속하고,베이스(왼손)

한 화음의 자리바꿈 형태,특히 7화음의 셋째자리바꿈 진행을 통

해 계속해서 순차 진행한다.이러한 진행은 바순의 순차 선율과

어우러져 체 인 분 기를 부드럽고 우아하게 이끌어간다.특히 1

주제에서 바순은 순차 인 주제 선율과 함께 6마디와 같이 큰 도약

음정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이러한 움직임은 넓은 음역 에서 풍부

한 음색을 만들어내는 바순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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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제1주제]

제2주제는 10마디부터 15마디까지로 1주제와는 조 으로 당

김음 리듬과 반음계 요소들을 사용하 으며,동형진행(sequence)

을 통해 선율의 호흡이 짧아지고 화성 템포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2주제는 동형진행하는 두 개의 이즈의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두 개의 이즈는 10마디와 13마디에서 조성을 바꿔(G#

장조→b단조)등장하는데 이들은 11마디와 14마디에서 각각 한 번씩

동일하게 반복된다.이 때 모든 음들이 동일하지만 바순 선율



-14-

타음(appogiatura)한 음(E#/D#)만 반복 시 반음 하행한 형태(E♮/D

♮)로 사용되었데,이러한 작은 선율 변화를 통해 곡의 반 인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개부까지 선율에 이어나가고 있다.

[악보2.2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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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제의 마지막 마디에서는 b단조에서 개부의 시작 조성인

E♭장조로 이명동음 조(A#=B♭)가 이루어진다.

[악보3.제시부의 2주제에서 개부로의 조 (1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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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시부 체의 바순선율에서 최고음 는 주요음들을 뽑

아보면 첫 음인 G에서 개부 첫 음인 B♭음까지 순차 으로 하행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G-F#-E-D#-C#-B#-B♮-A#(=B♭)

[악보4.제시부 바순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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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부 (16-24마디)

개부는 제시부 2주제의 반음계 요소와 1주제의 도약 요소

가 결합된 선율의 변형 반복으로 구성된다.이 때 피아노는 분산

화음의 형태는 유지되지만 리듬 패턴이 계속해서 변형된다.

16마디에서 E♭장조로 시작된 개부는 20마디에서 G♭장조로

조되면서 바순의 동형진행으로 시작한다.이 게 20마디에서 바순

은 이 과 같은 선율형태를 반복하지만,피아노는 셋잇단음표에서

16분음표로 리듬패턴이 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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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 개부의 바순 동형진행과 피아노 리듬패턴의 변화 (16-18

마디/20-22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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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부 시작부터 끝까지 피아노의 주요음들을 뽑아보

면 (리듬패턴은 달라졌지만)이 음들의 연속 인 순차 상행 진행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16마디에서 E♭으로 시작하여

F-G-A-B♭-C를 거쳐 22마디에서 D♭까지 이르고,23마디부터는

바순이 이를 받아 D♮-E♭-F-F#까지 상행하며 재 부 첫 음인 G

까지 도달한다.이 때 피아노는 32분음표로 음가가 짧아지면서 클라

이맥스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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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 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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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부의 마지막 조성인 G♭장조는 24마디에서 원조인

G장조로 반음계 조를 한다.

[악보7. 개부에서 재 부로의 조 (24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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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 부 (25-44마디)

재 부는 1주제와 2주제,그리고 1주제와 2주제 사이의 경과구

를 포함한다.제시부 1주제에서 등장한 바순의 주제 선율은 둘째박

에서 당김음 형태로 시작함에 따라 리듬 인 변화를 주었고,피아노

의 리듬 패턴은 16분음표 음가로 되돌아오되,베이스(왼손)선율 없

이 분산화음의 연속 인 하행 는 상행으로 재 되었다.

[악보8.재 부 1주제와 제시부 1주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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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구에서는 바순의 화려한 솔로 카덴차 특징을 볼 수 있

다.이 때 피아노의 주요음들은 33마디부터 G를 시작으로 반음계

으로 하행하며 2주제에서 원조의 으뜸음인 G까지 도달한다.2주제

는 통 인 소나타 형식에 따라 조성의 변화 없이 동형진행의 반

복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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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9.경과구와 2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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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코다 (45-51마디)

마지막으로 코다는 1주제 선율 모티 일부와 2주제의 특

징인 당김음 리듬을 부분 으로 보여 다.특징 인 것은 보통 독주

악기가 음역 가 높은 선율라인을 담당하는 게 보편 인데,2주제의

43마디와 코다의 47-49마디에서는 바순이 피아노의 베이스보다 더

낮은 음역 에 머물면서 음에서 나오는 풍부한 음향을 달하고

있다. 한 피아노 선율에는 타음이 많이 사용됨에 따라 화성

긴장감을 끝까지 지속시킨다.

[악보10.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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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2악장

2악장은 론도 형식으로 크게 A-B-A'-C-A''-C'-A'''로 나

수 있으며13) 조성은 e단조, 박자는 6/8박자, 템포는 Allegro

scherzando이다.순차 이고 서정 느낌의 1악장과 조 으로 2악

장은 큰 도약과 빠른 순차진행을 심으로 체 으로 테크닉 한

느낌의 선율 진행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각 섹션의 조성은 1악장과 마찬가지로 주로 3도 계에 놓여

있다.2악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제2악장의 형식]

구분 마디 조성

A

a 1-9 em

b 10-24 GM

경과구 25-32 bm

B 32-53 bm-(em)-bm-(cm)-bm

A' 54-69 em-bm

C 70-93 EM

A'' 94-110 f#m-em

C' 111-146 CM-E♭M

A''' 147-169 em

13) 통 인 론도 형식은 [A-B-A-C-A'-B'-A']를 일반 인 형태로 보지만,

이 곡에서는 B'에 C의 변형형태인 C'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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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제2악장의 조성 구조]

1)A부분 (1-32마디)

A부분은 총 두 가지 주제와 짧은 경과구를 포함한다.첫 번째

주제인 a부분은 우선 강한 음량을 배경으로 바순의 넓은 도약선율

이 돋보이며,피아노는 이에 화성 인 뒷받침을 가볍게 해주고 있

다.한편 두 번째 주제인 b부분은 체 음량이 작아지고 바순은 순

차진행선율로 바 었으며,피아노는 타음(appogiatura)으로 화성

긴장감을 부여하면서 반 으로는 a부분과 조 인 모습을 보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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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1.A부분의 두 가지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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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분의 순차 선율들이 마무리 된 후 17-19마디에서는 넓은

음역 안에서 크게 도약하는 선율이 제시되는데,이 선율패턴은

20-22마디에서 반복되면서 b단조로 조된다.이러한 패턴의 반복은

선율은 통일성 있게 유지하는 동시에 조성 변화를 주면서,단순

반복을 피하고 곡의 긴장감을 더 해주는 효과를 거둔다.

[악보12.b부분의 선율 패턴 반복을 통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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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분은 23-24마디에서 피아노의 분산화음으로 마무리된다.이

러한 분산화음 종지는 앞서 a부분이 마무리될 때에도 동일하게 제

시된 바 있다.

[악보13.a부분과 b부분의 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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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구를 살펴보면,1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순이 베이스라

인을 담당하면서 풍부한 음량을 달하고 있는데,경과음(passing

tone)을 포함하는 반음계 선율진행이 특징 이다.이러한 형태는

2악장의 모든 경과구에서 주도 으로 사용된다.

[악보14.바순선율이 베이스라인이 되는 경과구]

2)B부분 (32-53마디)

B부분의 바순 선율 역시 앞의 섹션과 유사하게 순차 이고 가

벼운 리듬패턴을 보이지만 A부분의 b요소(10마디 이후)와 비교 했

을 때,호흡이 더 짧고 진 으로 상행하는 동형진행이 연속 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피아노 역시 리듬 패턴

은 같지만 A부분보다 크게 도약하고 동음반복 인 요소를 통해 좀

더 경쾌한 느낌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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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5.B부분과 A-b부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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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마디부터는 바순 트에 트릴과 아르페지오,꾸 음,긴 반음

계 음계 등의 새로운 요소가 등장하는데,이 부분은 독주악기의

화려한 기교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C장조로 자연스럽게 조한다.

[악보16.B부분의 새로운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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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분에서 A'부분으로 향하는 49-53마디 경과구에서 다시 바

순이 베이스라인을 담당한다.E-F#-G-G#-A로 이어지던 반음계

선율이 A#이나 B가 아닌 D#으로 도달하고,이로 인해 정 인 분

기가 깨지면서 A'부분으로 진행된다.이때 피아노는 ⅶ의 연속으로

A의 경과구보다 불안정한 사운드를 보여 다.

[악보17.B부분의 경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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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부분 (54-69마디)

A'부분은 바순의 A부분 축소 형태와 피아노의 B부분 동음반

복 인 요소(마디34참고)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악보18.A'부분의 음악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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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분에서는 경과구를 포함하지 않고, 신 64마디부터 다음

섹션의 조성인 E장조의 Ⅴ를 강조한다.이 때 피아노가 바순과 서로

주고받으면서 등한 역할을 보여 다.A'부분의 마무리는 66마디에

서 시작된다.바순이 F#음을 당김음으로 계속 지속하는 동시에 E장

조의 Ⅴ인 B장3화음(B-D#-F#)을 분산화음 형태로 이어주고,이것을

피아노가 받아서 강하게 종지한다.

[악보19.A'부분의 종지]

4)C부분 (70-93마디)

C부분은 E장조의 딸림음인 B음을 피아노가 받아서 페달 포인

트로 반복하며 시작한다.(이 페달 포인트는 77마디 이후 오른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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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동하여 지속된다.)A부분이나 B부분과 다르게 C부분은 B음

페달 포인트를 배경으로 바순과 피아노 모두 가토로 부드럽게 이

어지는 순차 인 선율선이 돋보인다.이 선율선들은 부분 비화성

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이로 인해 선율 긴장감과 낭만 색채가

더해진다.

[악보20.B부분의 페달 포인트와 비화성음을 포함한 선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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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부분의 선율선은 82마디에서 끝나고 83마디부터 다시 짧고

빠른 리듬으로 환된다.화성 진행도 빨라져 특히 83-86마디에서는

5도권으로 진행되면서 E장조로 조하고 선율 역시 진 으로 하

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즉 바순 선율은 F#-E#-E♮-D#-D♮

-C-B-A으로 하행하고,이를 87-88마디에서 피아노가 D♮-C-B-A

으로 한 번 더 반복 해 다.

[악보21.C부분의 5도권 진행과 진 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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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3마디에서는 종지를 한 분산화음 진행이 다시한번 등장

하며 이는 종지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A부분의 요소가 나올 것을

암시해 다.단지 A부분이나 B부분이 하행하는데 반해,이 부분은

상행하는 것이 차이 이다.

[악보22.C부분의 종지]

5)A''부분 (94-110마디)

A''부분은 A요소(98-99마디)들을 5도권 연속(97-103마디)으로

진행시키면서,끊임없는 조성변화로 한곳에 머물러 있기 보다는 변

형과 반복으로 경과 섹션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98-99마디에 해

당하는 A부분인 15-16마디에서는 바순이 혼자 이 선율을 다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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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여기서는 바순과 피아노가 주고받는 것으로 변화를 주었다.

106-110마디에서는 바순이 베이스라인을 담당하는 경과구가 재등장

한다.

[악보23.A''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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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부분 (111-146마디)

C'부분은 앞의 C부분과 마찬가지로 피아노가 C장조의 으뜸음

인 C음을 페달 포인트로 반복하며 114마디 이후부터는 딸림음인 G

음으로 이동하여 반복된다.C부분의 주요선율을 변형시킨 하나의 선

율 세트가 두 번 반복되며(111-122마디/123-131마디),조성은 C장조

에서 E♭장조로 조되었다.이 하나의 선율 세트는 다시 4마디

단 의 두 개의 이즈로 나 수 있는데,이 때 각 이즈의

첫머리 선율은 같지만,두 번째 이즈는 첫 음만 반음아래서 시

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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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4.C'부분의 선율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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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는 C장조의 딸림음인 G음이 다음 세트의 딸림음인 B♭

음으로 가기 해 119-123마디에 걸쳐 G-G♭-F-E♭-D-C-B♭까지

순차 으로 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리고 이 B♭음이 페달 포

인트로 지속되다가 차 음의 수를 여가면서 자연스럽게 131마디

에서 B♮로 이어진다.이 때 e단조로 반음계 이명동음으로 조

된다.

[악보25.C'부분 피아노의 반음계 이명동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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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마디부터는 C부분의 83마디를 변형시킨 형태가 등장하며,이

선율 패턴의 일부분을 추가 삽입시켜(140-141마디/144-146마디)

다가올 A에 한 기 감을 지연 시킨다.

[악보26.선율 패턴의 추가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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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부분 (147-169마디)

A'''부분은 처음 A부분과 다르게 p로 시작하여 반 으로 작

은 음량을 계속 유지한다.피아노 한 A부분과 다르게 가토의

선율 형태로 변화시켰다.

[악보27.A'''부분의 변화]

154마디부터 시작되는 피아노의 E음의 페달 포인트는 종지를

향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이 때 바순은 A-b부분의 모티 를 반

복,상행한다.여기서 피아노는 156-160마디에 걸쳐 E-F#-G#-A로

순차 상행하는데,161마디에서 다음음인 B음을 기 하게 하지만 이

때 ⅶ로 갑작스러운 정지를 하게 되고,이후 165마디에서 B음,즉

정 에 도달한다.이 때 동시에 바순의 빠른 반음계 선율에 다시

추진력을 얻어 피아노와 바순은 서로 반진행하며 종지한다.종지부

분의 음량은 p이지만 빠른 선율로 인한 추진력과 반진행을 통한 음

역의 확장으로 음향 인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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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8.최종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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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3악장

3악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첫 번째 부분은 세도막

형식으로 템포는 MoltoAdagio,박자는 4/4박자,조성은 G장조이다.

두 번째 부분은 Finale로 느린 템포인 첫 번째 부분과 다르게

Allegromoderato이며,박자는 2/2박자,조성은 G장조이다.두 개의

부분은 템포나 분 기,그리고 선율구성 화성 특징 등에서 각

각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각 섹션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3.제3악장의 형식]

구분 마디 조성

A 1-12 GM

B 13-34 GM-bm-CM

A' 35-48 GM-B♭M

Finale
A 49-72 B♭M-gm-B♭M-GM

B 73-101 GM

[그림3.3악장의 조성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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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도막 형식:A부분 (1-12마디)

3악장은 짧은 스타카토로 된 G장조 분산화음으로 피아노에서

시작된다.바순은 2마디부터 두 마디 단 의 긴 이즈를 주선율

로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이 때 피아노의 분산화음 패턴은

호흡이 짧고 비화성음이 포함되지 않은 화성 사운드를 나타내는

반면,바순은 비화성음을 포함한 장식 이고 호흡이 긴 선율 패턴을

보여 다는 에서 두 악기가 서로 조 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악보29.3악장 시작부분의 바순과 피아노의 조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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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순의 주선율은 총 세 번 변형 반복된다.이 때 기존 주선율

의 첫 음인 D음과 최고음 F#음이 장3도 다면,주선율이 4마디에서

반복될 때에는 D음에서 A음까지 완 5도로,이후 8마디에서는 더

나아가 A음에서 옥타 의 A음까지 음역을 확장시킨다.이러한

주선율의 변형 반복을 통해 도약이 커지고 음역이 확장되면서 더

욱더 긴장되고 고조되는 분 기를 이끌어 나간다.

[악보30.바순 주선율의 변형 반복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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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도막 형식:B부분 (13-34마디)

앞서 A부분에서는 피아노가 분산화음으로 화성 뒷받침만 하

고,B부분에서 역시 분산화음 형태를 유지하지만,각각의 최고음

들을 이었을 때 하나의 선율선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이 최

고음들은 13마디 B음에서 시작하여 순차 으로 하행하며 16마디 G

음까지 도달한다.(B-A-G-F#-G) 이 선율은 바순의 주요음들

(C-B-A-B)과도 어울리면서 서로 6도 음정을 만들어 낸다.

[악보31.B부분의 선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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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마디에서는 1,2악장에서 나왔던 특징 하나인 바순이 베

이스라인을 담당하는 부분이 등장한다.이 때 피아노의 분산화음은

리듬이 차 분할되어 1:4에서 1:6,1:8로 진 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는 선율 추진력을 더해주며 19마디에서 바순의 아르

페지오 상행 선율에까지 이르면서 극 인 느낌을 부여한다.

[악보32.바순의 베이스라인 피아노 리듬의 분할]

한편 이 까지의 피아노의 역할은 바순선율의 화성 배경이

거나 는 바순선율의 휴지부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 는데 반해,19

마디부터 피아노가 바순과 주고받는 식으로 개되거나 독자 인

선율을 연주함으로써 앞선 두 악장보다 그 역할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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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3.피아노의 역할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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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마디에서 피아노의 강한 종지 후 다시 피아노는 작아지는데

반해,바순의 정은 계속 지속된다.피아노 한 차 상행하면서

다시 분 기가 고조되며 A'로 향한다.

[악보34.B부분의 클라이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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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도막 형식:A'부분 (35-48마디)

A'부분에서는 다시 피아노가 짧은 스타카토 분산화음 패턴으

로 등장하는데,그러나 A부분과는 변형된 형태이다.

[악보35.A'부분의 피아노 패턴]

바순의 선율은 처음에는 A와 동일하게 연주되다가 43마디에서

선율패턴이 연장되고 음역이 상승하면서 이 곡의 최고음인 C음까지

도달한다.이후 강한 음량으로 격하게 하행하면서 45마디부터는

베이스라인을 담당한다.이 때 바순의 베이스 선율은 제1악장의 바

순 베이스의 반음계 선율을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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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6.A'부분의 바순 패턴]

[악보37.3악장 45마디의 바순의 베이스 선율과 1악장 베이스 선율

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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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inale(49-101마디)

3악장의 두 번째 부분인 Finale는 49마디부터 시작된다.Finale

는 다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는데,49-73마디 첫 음까지를 A부분,

73-101마디까지를 B부분으로 볼 수 있다.조성은 B♭장조로 유지된

다.

(1)A부분

Finale는 이 마디,즉 세도막 형식의 A'부분 마지막 마디에서 긴

휴지부를 거친 후에 역시 첫 박을 쉬고 둘째 박부터 시작된다.이

때 첫 선율이 강한 어택으로 시작함에 따라 약박에 놓인 첫 음이

강박에 해당하게 되면서 박 혼란을 야기 시킨다고 볼 수 있다.

[악보38.세도막 형식의 마지막 마디와 Finale의 첫 마디]

3악장 첫 부분에서 언 한 것처럼 Finale의 반 인 분 기는

앞의 세도막 형식과 매우 조 이다.세도막 형식에서는 길고 여유

있는 선율이 주를 이루었다면,Finale의 주요 요소들은 강한 어택과

빠른 도약이며,이러한 짧은 호흡으로 이루어진 이즈들이 반복

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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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디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즈를 보면 우선 바순에서는

하행하는 네 개의 음이 강하게 제시되고,바로 작은 음량(p)으로 가

볍게 도약한다.피아노 역시 네 번의 강한 어택이 등장하며 이때 베

이스에서는 상행하는 테트라코드(Tetrachords)14)가 제시된다.바순

과 피아노 모두 이후 다시 네 번의 강한 어택과 가벼운 도약을 반

복하며,이 때 조성은 B♭장조에서 나란한조인 g단조로 조된다.

이들 각각을 a와 b로 보았을 때 b가 끝나는 직후 a가 다시 반복되

며 b는 변형형태인 b’로 반복되면서 조성은 G장조로 조된다.

14)본래 어원은 고 그리스의 4 이나 4 악기를 말하는 것이지만 음 조직

의 기본 단 이다.유럽의 헥사코드와 응되는 것으로써 테트라코드의 분

할이나 겹침의 개념이 음계 조성이나 선법상의 이론 바탕이 되고 있으

며 민족음악이나 제3세계 음악의 음 조직에 한 분석에 있어서도 요한

단 가 된다.세부 으로는 반음이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 도리아(Doria온

음-온음-반음), 리지아(Phrygia온음-반음-온음),리디아(Lydia반음-온음

-온음)의 세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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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9.두 개의 선율 모티 의 제시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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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마디부터는 바순의 리듬이 동음 반복 인 형태로 바 는데,

이 때 주요음들을 이어보면 앞부분의 피아노와 마찬가지로 테트라

코드로 상행했다가 순차 선율로 하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이러

한 패턴은 앞부분과 조 으로 작은 음량으로 진행되며,동형진행

으로 한번 더 반복된다.

[악보40.동음 반복 선율 패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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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부분

B부분은 73마디부터 시작되며,바순이 변형된 선율을 반복하면

서 종지를 향해 빠르게 이끌어나가고 있다.

[악보41.B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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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마디부터는 피아노 한 F#-E-D-G/B-A-G-C/F#-E-D-E

/C-B-A-D로 네 개의 음을 한 단 로 연속 으로 제시하면서 종지

를 강하게 암시한다.바순은 다섯 마디에 걸쳐 강하게 트릴을 연주

하다가 3연음 아르페지오로 이 곡의 가장 높은 음인 C-C#-D까지

상행하는데,이는 이 곡의 가장 마지막 정인 부분으로 연주자들에

게도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한다.피아노는 반진행하면서 더욱더 웅

장한 사운드 효과를 낸다.

[악보42.종지의 암시와 마지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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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마디에서는 FinaleA부분인 65마디와 같은 동음 반복 요

소들이 등장하지만,아티큘 이션과 악상(ff)을 다르게 함으로써 다

른 효과를 리고자 했던 작곡자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이러한

바순의 마지막 선율 다섯 마디에 걸쳐 상행하고,Ⅰ로 화성 뒷받

침을 해주는 피아노와 함께 강하게 종지하면서 곡을 마무리 짓는다.

[악보43.최종종지와 b요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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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지 까지 생상스의 생애 작품경향과 19세기 후반의 랑스

음악문화를 배경으로 그의 활동을 역사 으로 고찰하고 <Sonata,

Op.168forBassoonandPiano>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분석해보았

다.

19세기 후반 혼란스러운 유럽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랑스는

자국의 통을 기반으로 문화 진흥에 꾸 히 힘쓰고 있었으며,이

러한 노력에 생상스 역시 주도 인 활동을 펼쳤다.그는 낭만주의

작곡가이지만 고 이고,보수 인 색채가 강해 랑스 음악 사회

에서 독일 이라는 비 도 많이 받았다.하지만 그는 보수성을 통한

질서와 제를 바탕으로, 통 에 낭만주의 요소를 용시켰고,

자신만의 충과 통합을 통해 서정 이면서 겸허하고,단순함을 추

구하는 작품경향을 보여주었다.이는 이후 20세기 랑스 작곡가들

에게 큰 향을 끼쳤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히 <Sonata,Op.168forBassoon

andPiano>의 곡 분석을 통해 주목할 만 한 은,먼 그는 이 작

품에서 바순이라는 악기의 특성을 최 한으로 살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넓은 음역을 고루 잘 사용하면서 목가 음색을 강

조하 고,때때로 피아노 보다 더 낮은 베이스라인을 담당하며 음

에서 나오는 풍부한 음향을 달하고자 하 다.

한 형식 인 부분에서 그의 보수 인 성향을 발견되는데,즉

1악장 소나타형식,2악장 론도 형식,3악장 세도막 형식처럼 기존

고 음악 형식의 틀을 그 로 유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반음

계 화성을 사용하기 보다는 주로 비화성음을 통해 조성감을 유지

하면서도 화성 긴장감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그의 보수 인

성향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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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듯 그는 기본 으로 통을 추구하는 작곡가 지만 동시

인 낭만주의 작곡가다운 면모 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표

인 로 각 섹션별 조성구조의 계를 들 수 있는데,이는 주로 3

도 계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으며,이는 낭만주의 작곡가 리스트

(FranzLiszt,1811-1886)에게 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선율에 있어서는 반음계 선율이 많이 사용되었고,이는 각 이

즈별 주요 음들을 뽑아 연결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반음계 진행을

하 다.이러한 내용은 조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통 방식을 넘어

서서 하나의 섹션에 한 응집력,추진력을 부여하는 효과를 거두

며,이러한 기법들이 과하거나 어색하지 않게 바순과 피아노로 하나

의 조합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생상스의 <Sonata,Op.168

forBassoonandPiano>는 그의 음악양식과 후기 낭만주의의 한 단

면을 잘 보여주는 곡이라 할 수 있고, 한 바순 솔로 작품을 표

함에 있어도 손색이 없다.

이 연구가 많은 바순 연주자들이 이 작품을 연주하는 데 있어

생상스와 그의 작품에 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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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andconsiderationon

CamilleSaint-Saëns’

<BassoonSonataOp.168>

-basedonPrograms

oftheGraduationConcert-

JiyoungYoon

DepartmentofMusic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Camille Saint-Saëns (1835-1921)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composers and an organist of Late French

Romanticism.Inhismusicalcareer,heleftasmany asthree

hundredpiecesincludingsymphonies,concertos,theatres,chamber

ensembles,churchmusics,ballets,oratorios,cantatas,lieder,and

et cetera.He is honored as the leading composer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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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aissanceofFrenchMusicin1870s.

Saint-Saëns’<BassoonSonataOp.168>(1921)isoneof

his late works.Having the traditionalstyle and structure of

Classicism asitsgroundsill,itisthepiecewhereornamental

and pliable melody line influenced by the Baroque style is

interwoven with splendidtechniquesofthe19thcentury,andis

consideredasoneofthemajorrepertoiresforsolobassoonstill

uptothisdate.

In thispaper,Iconsidered thelifeand work styleof

Saint-Saënsasacomposer,andmusicaltraditionandcultureof

Frenchatthetimeindepth,andanalyzehis<BassoonSonata

Op.168>(1921)inpolygonalperspectives.Asaresult,Icould

confirm thatthissonatapiecewelldisplaysthevery musical

styleofSaint-Saëns,whichisrefinedcompromisebetweenthe

ClassicaltraditionandtheRomanticcolor,andisadequatefor

revealing theuniquetimbreandinstrumentalcharactersofthe

bassoon.

Iexpectthisresearch tobeinformativeand exemplar

guidance to the bassoon players in betterunderstanding and

performanceofthepiece.

Keywords:CamilleSaint-Saëns,Sonata,Op.168forBassoon

andPiano,ConservativeRomanticism,the

RenaissanceofFrenchMusicin1870s

StudentID:2010-2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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