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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FranzJosephHaydn의

‘TrumpetConcertoinE-Flat

Major’의 분석 고찰

-졸업연주 로그램 곡목을 심으로 -

서울 학교 학원 석사과정

음악과 악 공

조 소

본 논문에서는 졸업연주회 에서 연주한 곡 란츠 요제 하이

든 (FranzJosephHaydn,1732-1809)의 표 인 후기 작품 하

나인 ‘TrumpetConcertoinE-FlatMajor’를 분석 연구하고자 한

다.이는 논문이라는 연구과정을 통해 이 곡을 새롭게 하는 사람

들에게 곡의 이해 실제 연주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이를 해 먼 ,하이든이 살았던 고 주의 시 의 배경 음악

특징에 해 알아본 후 트럼펫의 발 과정,특히 고 주의 시

의 트럼펫에 해 조사하 고,이를 통해 새롭게 개발된 Trumpet이

‘TrumpetConcertoinE-FlatMajor’의 곡에 어떤 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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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은 하이든이 작곡한 주곡 마지막 작품으로 1796년에 작

곡되었으며 기존의 다른 악기들을 한 주곡들과는 조 으로 비

교 더 큰 규모의 오 스트라를 염두에 두고 작곡된 곡으로,독주

자와 반주 사이의 상호작용이 늘어났다.특히 이 곡의 심악기인

트럼펫은 이 수세기 동안 선율 연주에 있어 반음계 제약이 있는

내추럴트럼펫에서 트럼펫 연주자 안톤 바이딩거 (AntonWeidinger,

1766-1852)에 의해 고 주의 시 에 새로이 고안된 트럼펫이 사용

되었다.이는 키(key)가 있는 트럼펫 (독일 Klappentrompete, 국

Keytrumpet)으로 원칙 으로 5개의 Key에 의해 12음의 모든 반음

연주가 가능해졌다.하이든의 ‘TrumpetConcertoinE-FlatMajor’

는 키 트럼펫을 해 작곡된 곡으로 에는 연주 불가능 했던 반

음계 선율진행,다양한 조 등이 보여 진다.

이 곡은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제1악장인 Allegro는 소나타형

식으로 간결하고 힘찬 coda로 끝나며,제2악장 Andante는 시칠리아

노풍의 주제로 시작되는 3부 형식으로 평화롭고 온화한 선율이 연주

된다. 그리고 제3악장인 Allegro는 론도소나타 형식으로 경쾌하고

밝은 느낌을 갖는다.이 곡 체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트럼펫의

황 기 던 바로크시 의 고음역 트럼펫 연주가 떠오르며 동시에 고

시 의 새롭게 고안된 악기인 키 트럼펫의 뛰어난 성능이 잘 표

되어 있어 트럼펫을 한 곡의 역사에 있어 요한 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어 :하이든,키(key)트럼펫,TrumpetConcerto

학번 :2010-2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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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하이든은 고 주의 시 의 작곡가로 100곡 이상의 교향곡,30여곡

의 주곡,70여곡의 악4 주곡,50여곡의 피아노 소나타 등을 작곡

하며 고 주의 기악곡의 형을 만들었다.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이든은 소나타 형식을 완성시키며 고 주의의 이상 인 기악음악의

형식을 확립하 다. 한 23곡의 오페라,4곡의 오라토리오 등의 장르

에서도 수많은 곡을 작곡하 다.

본 논문에서는 하이든의 말년에 작곡된 작품 하나인 ‘Trumpet

ConcertoinE-FlatMajor’의 분석을 통해 하이든의 음악어법 특

징을 살펴보려한다.이 곡은 그의 주곡 마지막으로 작곡된 곡이

며 트럼펫 주곡의 독보 인 작품으로 노장 하이든의 완숙된 음악

어법 안에서 새로운 시도를 엿볼 수 있는 요한 작품이다.특히 이

곡은 당시 새롭게 개발된 악기인 키트럼펫을 염두에 두어 작곡된 곡

으로 기존의 내추럴트럼펫이 연주할 수 없었던 선율이 등장한다.본

논문에서 트럼펫의 역사 키트럼펫의 특징을 고찰 해 으로써

‘TrumpetConcertoinE-FlatMajor’의 작곡배경에 해서 알아보려

한다.

고찰 방법으로는 먼 고 주의 시 의 역사 배경 음악 특징

을 알아본 후 트럼펫의 역사 고 주의 시 의 트럼펫의 특징을 살

펴보며 본 논문의 연구 작품의 배경을 연구하고자 한다.그리고 하이

든의 생애 ‘TrumpetConcertoinE-FlatMajor’의 분석을 통해 하

이든의 음악어법 당시의 새로운 트럼펫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고

찰해보고자 한다.이 작품에 한 분석과 고찰이 하이든의 음악세계

고 주의 트럼펫의 특징,나아가 고 주의시 의 주요한 음악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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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본론

1.고 주의 시

(1)고 주의 시 의 배경 음악 특징

음악사에 있어 “고 주의”이란 18세기 엽에서 19세기 ,하이든

과 모차르트를 거쳐 베토벤까지의 시 와 음악 양식을 뜻한다.이

작곡가들의 활동지가 비엔나 기 때문에 ‘Viennaschool(빈 학 )’라

고 불리기도 한다.고 의 보편 인 뜻은 ‘모범 이고,참되고,아름답

고,균형과 조화로 충만한,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1)

이러한 특징을 갖는 고 주의 시 의 사회 배경으로는 17세기의

합리주의와 18세기의 신인문주의,그리고 계몽주의의 두를 들 수

있다.인간의 이성을 인식의 근원으로 여기는 합리주의 사고는

통 권 와 종교의 구속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는 계몽주의로 이

어지며 시민계 의 사회형성에 추진력이 되었고,이후 랑스 명의

사상 배경이 되었다.이성(理性)을 존귀하게 여기고,합리성을 추구

하고,질서를 존 하고,신기하거나 기발한 것보다 자연스럽고 일상

인 것을 더욱 더 귀하게 생각하는 고 주의의 이론 체계는 랑

스의 알로(N.Boileau)에 의하여 확립되었으며,당시 랑스에는 코

르네이유(P.Cor-neille)·라시느(J.B.Racine)·몰리에르(Molière)등

극작가들에 의하여 극 술을 표로 하는 고 주의 문학이 찬란하게

1)UlrichMichels.홍정수,조선우 편 :dtv-AtalsZurMusik,음악은이1,2

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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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되었다.2)

17세기 문학에서 시작된 “고 주의”는,이후 18세기 엽 음악과 회

화,조각 분야의 술 특징으로 이어졌다. 에서 언 한 17-18세기

의 사상 배경으로 인해 당시의 술에 있어 미(美)를 단하는 기

으로 명석한 사고에 의한 결과,조화와 완성미의 추구 등이 보여

졌다.특히 18세기의 음악은 고 주의와 연 된 미 인 특성,그 에

서도 보편성을 지닌 의미와 호소력에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음악이

우선 단순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은 이 시기의 음악학자들에 의해서

이 강조되었다.3)그러기에 음악은 명료하며 간결함을 갖는 동시

에 조화와 질서를 지녀야 했다.고 주의 음악의 이러한 미 기 은

당시 음악의 몇 가지 특징으로 보여진다.

먼 ,르네상스 시 의 성악곡에서 바로크 시 의 기악곡으로 이어

진 다성음악(Polyphony)은 복수의 성부를 지닌 많은 선율의 횡 흐

름의 조합양식으로 기법으로는 법(Contrapunctus)이라 일컬어졌

다.이에 반하여 고 시 음악은 호모포니(Homophony)와 기능 화

성의 양식 특징을 주로 가진다.즉,하나의 성부에 주된 선율이 나

타나고,다른 성부가 이것을 화성 으로 받쳐주며 개해 나가는 양

식으로,주요 3화음을 심으로 다양한 화성들이 서로 유기 ,기능

연 성에 의해 진행되는 수직 울림의 화성음악이 확립되었다.이러

한 호모포니는 바로크 시 의 성악곡에서 보여지기 시작하여 ‘오페

라’라는 장르를 가능하게 하 으며,이후 고 시 의 기악곡에도 주를

이루게 되었다.단일성부 양식을 기본으로 하는 고 주의 기악음악에

서는 서로 다른 조 성격의 복수 주제를 제시하고,제시된 주제들

2)이응백,김원경,김선풍 :고 주의 [classicism,古典主義]국어국문학자료

사

3)ReinhardG.Pauly.김혜선 편 :Musicintheclassicperiod고 시 의

음악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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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공(加工)작업하여 개하고,다시 재 해 가는 이른바 소나타 형

식4)의 원리가 개척되었으며,이를 토 로 다양한 음악의 장르가 탄생

하 다.소나타 형식은 여러 가지 다악장 악곡, 컨 교향곡이나

주곡 등의 악곡, 악4 주곡을 심으로 하는 실내악곡,그리고

독주 소나타를 한 구성 원리가 되었다.5)특히 여러 악장들로 구성

된 기악곡 악장들 소나타형식을 포함하는 고 주의시 의 ‘소나타’

는 악기 편성에 따라 독주소나타,2,3,4 주 소나타 등으로 분류된다.

그 오 스트라를 한 소나타인 교향곡(Symphony)은,이 시

의 오페라나 칸타타 등 여러 곡으로 이루어진 성악곡 에 연주했던

기악곡인 신포니아(Sinfonia)가 고 시 에 독립 인 다악장의 곡으로

변모한 것이다.교향곡은 하이든에 의해 4악장의 구성으로 완성되어

졌는데,보통 제1악장은 빠른 템포의 소나타 형식,제2악장은 리트형

식,제3악장은 미뉴엣 는 스 르 ,그리고 제 4악장은 론도 는

소나타 형식의 매우 빠른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독주자와 오

스트라를 한 소나타를 주곡(Concerto)이라 하는데,교향곡과는

4)소나타형식은 제시부,발 부,재 부를 갖는다.

제시부 :주제를 제시한다.제1주제는 심조성으로 되어있다.경과구가

제1주제를 계속 진행시키고 새로운 모티 재료를 발생시킨다.경과구는

장조일 경우 도미 트조로,단조일 경우 병행조성으로 조된다. 조된

조성 에서 제1주제와는 반 되는 성격의 제2주제가 나온다.

개부 :제시부에서 나온 주제들이나 제시부의 다른 모티 재료들이 다

양한 조성 안에서 가공되어져 나타난다.

재 부 :제시부의 반복,제2주제가 심조성으로 나타난다.

코다 :악장을 끝맺는 부분으로 주제나 는 다른 심 모티 가 회상

으로 는 고조 으로 다시 울린다.

UlrichMichels.홍정수,조선우 편 :dtv-AtalsZurMusik,음악은이
1,2 p.151

5)삼호뮤직 편집부 편 :고 의 음악 [musicintheclassicperiod]<

퓰러음악용어사 & 클래식음악용어사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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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제1악장은 독주자의 기량을 발

휘할 수 있는 부분인 카덴차를 포함하는 소나타 형식,제2악장은 리

트나 변주곡 형식,그리고 제3악장은 론도 형식이 부분이다.즉,고

주의 시 음악의 요한 특징 하나로 당시 술의 미 기 이

되었던 조화와 질서를 바탕으로 한 기악음악의 다양한 형식이 완성되

었으며,이 시 의 표 인 작곡가 하이든,모차르트,베토벤에 의해

소나타 형식이 확립·발 되었고,악기의 편성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음악이 작곡되었다.

고 시 의 수많은 기악곡이 탄생할 수 있었던 다른 배경에는

바로크 시 부터의 다양한 악기의 발 오 스트라 규모의 확

등이 있었다.특히 시 의 건반악기 던 쳄발로를 신하는

의 피아노로 옮겨가는 간단계인 ‘포르테피아노’가 등장하여 크 센

도 디미 엔도의 연속 변화를 수반하는 강약표 이 가능해 졌으

며,수많은 작곡가들이 이 악기를 한 곡을 작곡하 다. 한 바로크

시 에 비해 고 주의 시 의 오 스트라는 통주 음을 담당하는 악

기가 없어지는 신 각 악기의 수가 늘어나고 2개씩의 목 ,

악기가 추가되는 등, 에 비해 비교 규모로 구성되어졌는데 음

악에서 멜로디와 베이스에 강세를 두며 그에 의해 수반되는 화성을

더욱 보강하는 모습으로 변하 다.바로크와 고 시 의 오 스트라

편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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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크 시 (1720년경)

2개의 오보에

1개의 바순

2개의 호른

2개의 트럼펫

2개의 니

1개의 하 시코드

6개의 바이올린

3개의 비올라

2개의 첼로

1개의 더블 베스

고 주의 시 (1790년경)

2개의 루트

2개의 오보에

2개의 클라리넷

2개의 바순

2개의 호른

2개의 트럼펫

2개의 니

14개의 바이올린

6개의 비올라

4개의 첼로

2개의 더블 베스

오 스트라를 구성하는 각 악기들은 다양한 발 을 거듭해왔는데,

그 Trumpet의 발 에 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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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rumpet의 역사 고 시 의 Trumpet

하이든의 ‘TrumpetConcertoinE-FlatMajor’는 트럼펫 역사에 매

우 요한 작품으로 트럼펫 주곡의 독보 인 치를 차지하는 작품

이다.당시 새롭게 발명된 트럼펫은 이 곡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

었다.이 시 트럼펫의 역사 발 과 고 주의 시 의 트럼펫의

구조와 특징을 통해 이 곡이 쓰여진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트럼펫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양한 악기들이 서로 연 성을 가

지고 발달,개량되었음을 볼 수 있다. 악기의 역사는 크게 트럼펫

(Trumpet)계와 호른(Horn)계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그 속에서 다시

호른계와 코넷(Cornet)계,그리고 트럼본(Trombone)계로 세분된다.6)

하지만 이들은 역사 속에서 서로 련을 가지고 발 하 기에 결코

독립된 별개의 계보로 나 어 생각할 수는 없다.

최 의 트럼펫은 고 이집트 시 의 무덤에서 각각 청동과 은으로

만든 두 의 트럼펫이 발견되어지며,고 시 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측되어진다.당시 트럼펫은 신호 달과 의사소통의 목 으로 사용

되어졌으며 마우스피스가 없는 직선의 곧게 뻗은 모양으로 상아나 목

재로 만들어진 간단한 (Tube)의 형태 다.당시의 나팔은 재 카

이로에 치한 이집트 박물 에 트럼펫이라는 이름이 아닌 살핑크스

(Salpinx)이라는 이름으로 두 개가 남아 있다.7)

<그림1>

살핑크스(Salpinx)

6)서정화 :트럼펫 역사와 연주기법에 한 문헌 고찰 (가톨릭 동 학교

석사학 논문,2008),p.11

7) 이 삼 : 양음악사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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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악기들은 청동이나 은 등의 속으로 제작되어 졌으며 군

사목 이나 행사,의식 등의 실용 인 목 으로 사용되어졌다.이 시

기에 트럼펫의 신으로 보이는 악기들로는 10세기 경 페르시아

(Perussia)에서 래된 징크(Zink,코넷의 독일 명),11세기 말에서 13

세기 말까지의 십자군 쟁으로 사라센(Saracen)에서 해져 온 소라

껍데기로 만들어진 콘치 혼(ConchHorn)과 동물의 뿔로 만들어진 네

페르(Nefer)와 같은 악기가 있다.8)

<그림2>

징크(Zink) 콘치 혼(ConchHorn) 네페르(Nefer)

존하는 구부러진 형태의 가장 오래된 트럼펫으로 14세기에 만들어

진 트럼펫이 1984년 런던에서 발굴되었다.이 악기는 S자 형태의 내

추럴 트럼펫(NaturalTrumpet)으로 벨은 작고 은 두꺼웠으며,마우

스피스의 컵은 깊이가 얕고 구멍이 좁으며 두껍고 무거웠다.그러나

음색이나 음량 면에서는 놀라운 향상을 가져왔다.9)이 게 개량된 당

시의 악기로 7-12배음 혹은 그 이상도 연주가 가능해지며 간단한 선

율을 연주할 수 있었다.

8) 인  : 트럼펫 연주이  p.16

9) idem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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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S자 형태의 내추럴 트럼펫(NaturalTrumpet)

16세기경에는 지 의 트롬본(Trombone)과 유사한 형태의 슬라이드

트럼펫(SlideTrumpet)이 개발되기도 했으며 이 시기에 형성된 트럼

펫을 포함하는 앙상블들은 당시 군인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높이며 먼

곳에 신호를 하거나 들에게 을 주는 역할을 했다.

<그림4>

슬라이드 트럼펫(SlideTrumpet)

17-18세기경에는 클라리노(Clarino)라는 혼 모양의 악기가 성행하

으며 바로크시 의 콘체르토 악기로 각 을 받았으나,18세기에

BassoContinuo(숫자 음 는 계속 음)의 쇠퇴와 함께 화려한 클라

리노 음악도 쇠퇴한다.10)

10)UlrichMichels.홍정수,조선우 편 :dtv-AtalsZurMusik,음악은이

1,2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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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년 독일의 트럼펫 연주자이자 악기제작자인 쾰벨(Kölbel,1721-?)

에 의해 클라펜 트럼펫(ClapenTrumpet)이 만들어졌다.이것은 형

인 트럼펫 모양의 에 4개의 Key를 붙인 형태 다.트럼펫의 발달

은 바로크 시 에 트럼펫의 황 기를 맞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이

시 의 트럼펫은 차 술 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로 발 하

는데,높은 음역의 솔로 트를 연주하는 주법이 발달하며 선율악기로

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그러기에 17세기 후반부터 틀드럼과 함

께 오 스트라에 편성되며 작곡가들은 트럼펫 주곡 작품들을 작곡

하기 시작했다.주세페 토 리(GiuseppeTorelli,1658-1709),자코모

안토니오 페르티(GiacomoAntonioPerti,1661-1756)등의 트럼펫

주곡과 헨리 퍼셀(Henry Purcell,1658-1695)의 <Sonatain D for

TrumpetandStrings>가 표 이다.

<그림5>

클라리노(Clarino)와 바로크 시 의 클라펜 트럼펫(ClapenTrumpet)

하지만 이 당시의 내추럴 트럼펫은 연주할 수 있는 음이 제한 이

었기에 화성 ,리듬 부분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바로크 시

후반 안토니오 비발디(AntonioVivaldi,1678-1741),게오르그 리드

리히 헨델(GeorgeFridericHandel,1685-1759),요한 세바스찬 바흐

(JohannSebastianBach,1685-1750)등은 교회음악,오 스트라 작

품,독주곡 등에 자주 트럼펫을 사용하 는데,많은 부분이 내추럴 트

럼펫으로 연주하기에 매우 어려웠다.연주자는 배음을 연주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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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을 여러 모양으로 움직여서 연주하 고,입술로는 한정된 소리만

낼 수 있었다.11) 한 이 시기까지의 내추럴 트럼펫은 C음을 기본으

로 제한된 하모닉스 음들만을 연주하는 것이 가능했다.이 2배음

은 음정이 불확실하여 사용되어지지 않았으며,12배음 이상의 음

한 사용이 제한 이 다.

<배음악보 >

이러한 연주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 주의 트럼펫은 새로운 방법으

로 고안되어졌다.1788년 국의 클라젯(C.Clagget)은 악기에 한 개

의 밸 (Valve)를 붙여 반음을 변경시키는데 성공하 다.고 주의 시

의 트럼펫 역사에 있어 하나의 요한 사건은 1801년 트럼펫

연주자 안톤 바이딩거(AntonWeidinger,1767～1852,오스트리아)에

의한 새로운 트럼펫의 고안이다.키 트럼펫(keytrumpet)이라 불리는

이 악기는 Eb조 트럼펫에 6개의 Key를 추가하여 트럼펫 음역 안에서

기존에 불가능 했던 반음 음정간격 연주가 가능해졌다.즉 12개의 반

음을 모두 연주할 수 있는 악기로 발 되었고,이 악기를 해 1796

년 란츠 요제 하이든(FranzJosephHaydn,1732-1809)과 1803년

요한 네포무크 훔멜(JohannNepomukHummel,1778-1837)은 궁정의

11)홍세원 :서양음악사 p.226



12

트럼펫 연주자 바이딩거에게 헌정하는 Eb조 키 트럼펫을 한 주

곡을 작곡하 다.12)특히 하이든의 트럼펫 주곡은 그의 주곡들

가장 마지막에 작곡된 곡으로 새로운 트럼펫의 개발과 악기의 발

결과가 그의 완숙된 음악어법 속에서 성숙하게 나타난 독보 인 작품

으로 트럼펫 역사에 있어 요한 치를 차지하게 된다.이러한 악기

의 개발로 인해 바로크 시 의 자연배음만 연주가 가능했던 트

럼펫으로 인한 높은 음역에서만의 한정된 트럼펫 선율 신 고 시

에는 간이나 낮은 음역에서의 연주와 더불어 반음계의 발 된 선율

연주가 가능해졌다.그러나 이 악기는 음정과 음색이 불안하여 하이

든 이후에는 인기를 얻지 못하 다.

<그림6>

재 된 안톤 바이딩거(AntonWeidinger)의 키 트럼펫(keytrumpet)

12)송인국 :트럼펫 연주이론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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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에는 악기에 새로운 밸 시스템이 개발되었다.트럼펫

에는 피스톤과 로터리 밸 가 사용되어진다.먼 코르넷(Cornet)이라

는 독일의 밸 트럼펫은 랑스로 해졌고 헥토르 베를리오즈

(HectorBerlioz,1803-1869)는 1826년 오페라 <Lesfrancs-juges>의

서곡에 최 로 이 악기를 사용하 다.코르넷은 의 트럼펫처럼

보이며 Bb악기로 표 화되었으나 음 과 구조에 있어서 혼과 트럼펫

의 특징들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베를리오즈

이후 많은 작곡가들이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르넷은 한번도 오

스트라의 정규 멤버가 될 수 없었다.13)

<그림7>

코르넷(Cornet)

1832년 조셉 라이(JosefRie)는 스틴 벤틸(KastenVentil)이란 악

기를 개량하여 로타리(Rotary)식 트럼펫을 발명하 으며 1839년 페리

넷(Perinet)이 랑스 리에서 재 사용되는 것과 거의 같은 3개의

13)SAMUELADLER: 악기법연구 p.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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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톤을 가진 트럼펫을 개발하 으며,14)1890년경 트럼펫은 재 오

스트라에서 사용되는 모양을 갖게 되었다.

오 스트라에서는 Bb과 C조의 트럼펫이 정규 악기로 자리를

잡았다.C조 트럼펫은 더 빛나는 색채와 집 된 소리를 갖으며,Bb조

트럼펫은 덩치가 더 크고 소리도 더 풍부하여 오 스트라에서 뿐 아

니라 밴드나 재즈악단에서도 많이 사용된다.15)

14)세 음악출 사 :음악용어사 p.814

15)SAMUELADLER: 악기법연구 p.3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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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하이든의 ‘TrumpetConcertoinE-FlatMajor’에 한 작품

개 분석

(1) 란츠 요제 하이든 (FranzJosephHaydn)

란츠 요제 하이든 (FranzJosephHaydn)은 1732년 3월 31일,

재의 오스트리아 동쪽 끝에 치한 로라우에서 목공일을 하시던 하

이든의 아버지와 궁정 요리사 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하라하

백작 궁정의 일원이었던 부모님과 하이든 일가들과는 달리,그는 당

시 고향 근방에서 가장 번화했던 도나우 강변의 ‘하인부르크’라는 지

역의 교사이자 교회 성가 장이었던 그의 숙부인 마티아스 랑크에

게 맡겨져 유년시 을 보내게 된다.친척이자 아마추어 음악가 에

서 자라난 하이든은 1740년,당시 8세가 되던 해 다른 음악의 새

로운 세계와 만나게 된다.가장 번성했던 도시 빈의 슈테 성당의

악장 게오르크 로이터(Georg Reutter,1656-1738)의 아들이 80세가

넘은 그의 아버지를 신해 소년 성가 원을 모집하던 하이든을

발견한 것이다.이 소년성가 는 재의 ‘빈 소년 합창단’이란 이름으

로 활발히 활동 이다.이후 약 10년간 홀로 빈에서 생활하며 성가

활동을 했으며, 한 작곡을 한 음악의 기 를 다지게 된다.

18세가 되던 해,하이든은 성가 를 나와 귀족의 부탁 하에 악단의

신설을 책임지게 된다.동시에 음악교사,반주자 등으로 일하며 귀족

들에게 유명해지게 되는데,이런 후원자 에서 육군 령인 퓌른베

르크(Fürnberg)남작은 하이든의 기 음악과 깊은 련을 맺고있다.

그의 창기 악 3 주곡은 남작의 택에서 음악회를 해 쓰여진

것으로 추측되어지며,150여곡의 당시의 자필악보가 빈을 심으로

해 내려오는데,퓌른베르크 남작의 문고에 하이든의 기 교향곡

악보가 남아있다. 한 하이든의 최 의 고용주인 모르친(Morzin)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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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에게 그를 소개한 것도 퓌른베르크남작으로 추측된다.16)그 시기는

1757년,혹은 1758년으로 추측되어지며,20 반에 어든 하이든이

모르친 일가의 음악감독으로 마음껏 작곡하는 것을 공식 임무로 하는

자리에 임명된 것이다.그의 첫 교향곡 1번 D장조가 작곡되어진 것

한 이 무렵으로 추측되어진다. 한 모르친 일가를 해 어도 14

곡 이상의 교향곡과 주곡,디베르티멘토(Hob.XIV:11포함),목 을

한 르티타, 악삼 주를 작곡했다.17)1761년 3월 순,하이든은

발 슈트라세에 있는 울 안톤 에스테르 하지(Paul Anton

Esterhagy)공작의 빈 택에 부 카펠마이스터로 임명되었다.마침내

안정된 보수와 직 를 얻게 된 그는 많은 업무와 책임의 부담이 있었

지만 수많은 장르의 음악을 작곡,연주하며 그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울 안톤공작은 열렬한 음악 애호

가 으며,그의 요청에 의해 하이든의 교향곡,<아침 LeMatin>(교향

곡No.6),<정오 Le Midi>(교향곡 No.7),< 녁 Le Soir>(교향곡

No.8)이 작곡되어졌다.이 당시의 오 스트라 규모는 작고 단순했으

며,하이든의 기작품(교향곡 No.6-8)에서 그의 간소한 조화에 풍부

한 상상력을 용하 다.이 당시의 그의 음악은 담한 독주 선율과

화려한 고음역 ,성격이 강한 베이스 선율의 사용,소나타 형식을 솜

씨 있게 활용하는 모습 등의 특징을 보인다.18)

하지만 하이든을 지지해주던 고용주인 울 안톤 에스테르하지 공

작이 격한 건강악화로 1762년 3월 세상을 뜨게 된다.이에 그의 동

16)음악지우사 편,(2002)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 러리10하이든 음악세

계 옮김,음악세계 p.15

17)DavidVickers,(2010)HaydnHisLifeandMusic<하이든,그 삶과 음

악>김병화 편 ,NaxosBooksp.30

18)DavidVickers,(2010)HaydnHisLifeandMusic<하이든,그 삶과 음

악>김병화 편 ,NaxosBooks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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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인 니콜라우스가 그의 뒤를 이었다.니콜라우스 후작 한 문화 애

호가로 하이든의 작품 활동에 폭 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한

1766년,당시 하이든과 함께 에스테르하지 일가의 종교음악을 담당했

던 악장 베르 가 세상을 떠나자 하이든의 창작활동은 새로운 시 의

개막을 맞이한다.정기 으로 창작되어야 했던 교회음악은 물론,후작

에게 필요한 모든 음악이 그의 책임이 된 것이다.하이든은 1768년

궁 에 새로 지어진 오페라 극장의 개막을 해 <Lospeziale(약제

사)>를 작곡했다.극음악과 교회음악을 병행하여 작곡하는 것은 교향

곡을 비롯한 기존의 장르에 향을 미치게 되는데,음악양식의 깊이

가 더해지며 더욱 복잡해 졌고 표 력이 풍부해지며 한층 인상 인

면모를 가지게 된다. 한 1760년 후반에서 1770년 반까지의

“질풍노도(Strum undDrank)"의 향을 받아 18곡의 기 악4 주

가 작곡되어진다.

이 시기 에스테르하지 후작은 1775년-1776년까지 거액의 돈을 투자

해 각 목소리 역별로 갖춰진 25명으로 구성된 상설오페라단을 설립

하 는데,이에 하이든은 매년 새로운 오페라를 한편씩 작곡했다.하

지만 후작은 당시 기법 으로 복잡해져가는 하이든의 음악을 별로 좋

아하지 않았기에 오페라 감독이 던 하이든은 1783년 <Armida(아르

미다)>를 마지막으로 에스테르하지 일가의 작곡가가 아닌 음악감독으

로 직무를 맡게 된다.그는 궁정에서 작곡 신 수많은 오페라,기악곡

등을 연주하는 동시에 궁정 밖에서 교향곡을 포함한 다양한 기악곡의

창작활동을 하게 된다.제82-87번까지의 6곡의 < 리교향곡>을 비롯

한 1782년 작곡된 제76번 이후의 작품들은 외부용으로 창작되었다.

물론 1761년 후작과 체결된 계약서의 주종 계에 의거하여 그의 외부

활동이 바르게 평가되어지지는 못하나,1780년 의 하이든이 음악가

로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었던 것은 런던과 리,그리고 빈의 출

업자과 당시 음악 감상자로 새롭게 두되던 시민계 덕분 이

다.1789년 7월에 일어난 랑스 명으로 인해 시민계 이 성장했으

며,시민들의 가정음악,교회 등에서 작곡 이 려들어오게 되었으

며 이 시기의 표 인 의뢰 작품으로 < 리교향곡>,<십자가 의



18

일곱 가지 말 >등이 있다. 한 1790년 9월 오랜 기간을 함께 한

니콜라우스 후작의 죽음으로 하이든의 삶은 극 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1790년 12월 15일 하이든은 흥행사 자르몽과 함께 빈을 떠나,1월1

일에는 국에 상륙,2일에는 런던에 도착했다.약 1년 반 동안 런던

에 머무르고 약 1년 반은 빈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약 1년반을

런던에 머무르는 식의 스 이 1795년 6월까지 계속되었다.여기서

그는 시민차원의 음악활동 속으로 몸을 던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연주

회에 출연하고 작품을 출 하는 일이었다.그 심이 된 것은 교향곡

이었다.19)하이든의 생애를 구분하는데 있어 1791년에서 1795년까지를

‘런던시기’라고 말하는데,이 시기에 하이든은 후기 12개의 교향곡(교

향곡 No.96-104)과 악 4 주곡(No.69-74)6곡,10여곡의 클라비어

트리오,그리고 3곡의 클라비어소나타 등을 작곡했다.그가 8월 15일

국을 떠나며 그 시 이 평생 가장 행복했던 시 이었다고 회고했

다.궁정 내,외 으로 수많은 수입을 벌어들 으며,이 시기 작곡한

교향곡,오페라 장르의 작품들은 그의 생애에 있어 최고이자 최후의

걸작이 되었다.

국을 떠난 후 빈으로 돌아와 도시 심가에서 가까운 ‘군펜도르

’라는 도시에 거처를 정한 하이든은 런던에서의 경험을 살려 이번

에는 빈 시민의 음악생활을 해 앞장서게 되었다.20)그는 국에서

작곡되어진 12곡의 교향곡을 빈의 시민들에게 다시 연주하여 들려주

었으며,새로운 주인 니콜라우스 2세에 의해 다시 악장직을 임명받

으며 후작부인 마리아 헤르메네길트(MariaHermenegild)의 성명축일

19)음악지우사 편,(2002)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 러리10하이든

음악세계 옮김,음악세계 p.19

20)음악지우사 편,(2002)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 러리10하이든

음악세계 옮김,음악세계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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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名祝日)을 해 매년 미사곡을 작곡했다.이 게 빈에서 하이든의

음악이 활발하게 연주되어지고 출 되어졌는데,1795년 12월 18일

에는 그의 곡 <피아노 주곡 BbMajor(Op.19)>이 제자 던

베토벤(LudwigvanBeethoven,1770-1827)에 의해서 연주되어졌다.

하이든의 생애를 구분하는데 있어 1795년-1809년 까지를 ‘새로운 빈

시 ’라고 하는데,이 시기 그는 많은 연주활동 외에도 새로운 창작시

기에 어들게 된다. 당시 빈의 궁정 음악가이자 고 주의 시 의

뛰어난 트럼펫 연주자이던 안톤 바이딩거와 그에 의해 새롭게 제작되

어지는 악기인 키트럼펫(KeyTrumpet)을 해 <트럼펫 주곡 Eb장

조>를 썼으며 마지막 피아노 삼 주 4곡도 작곡하 다.1782년 이후

작곡한 첫 번째 미사곡인 <미사 상크티 베르나르디 폰 오피다 Missa

SanctiBernardivonOffida>는 아이젠슈타트의 베르크 교회에서

연되었다.이 시기 헨델(GeorgeFredricHandel,1685년-1759년)의

어 오라토리오에 열 하는 시민들을 끌어들이기 해 독일어 오라토

리오를 작곡하게 된다. 오라토리오 <The Creation(천지창

조)>(1797-1798)와 <TheSeasons(사계)>(1799-1801)가 그것이다.당

시 시민 술가로서의 과제를 지각한 하이든은 이 작품들을 통해 신흥

독일 시민들의 호응을 일으켰고 아울러 최고의 명성을 얻게 된다.

랑스 명 이후 격변하는 사회의 변화,즉 궁정사회의 붕괴와 함께

에 궁정을 해 작곡했던 교향곡,오페라 등이 더 이상 시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60세가 넘는 노장의 작곡가 음에도 그는

세계 역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음악을 해 새로운 시도를 하 다.

그리고 1809년 5월 31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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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rumpetConcertoinE-FlatMajor’의 작품 분석

1796년,63세의 하이든이 런던생활을 마치고 빈으로 돌아온 후 작곡

한 이 곡은 빈의 궁정 음악가이자 고 주의 시 의 뛰어난 트럼펫 연

주자이던 안톤 바이딩거를 해 작곡되어졌다.바이딩거는 당시 자연

배음만 연주할 수 있었던 통 인 트럼펫과는 다른,반음계 멜로디

를 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트럼펫을 발명한 바 있었다.이것

이 그에 의해 새롭게 제작되어진 키트럼펫(KeyTrumpet)이며,하이

든은 이 악기를 고려하여 <TrumpetConcertoinE-FlatMajor>를

완성하 다.이 작품을 살펴보면 의 Trumpet곡에서는 볼 수 없

었던 반음계의 음정을 포함하는 선율,연주에 있어 까다로운 패시지

등을 찾아볼 수 있는데,이는 당시 바이딩거의 유능한 연주 실력과

당시 키트럼펫이 허용하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 주곡은 하이든이 작곡한 모든 주곡 마지막 작품이며 트럼

펫 주곡의 독보 인 작품으로 트럼펫 역사 상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

a.제1악장

제1악장은 Allegro의 빠르기에 4/4박자이며 제시부,발 부,재 부

그리고 Coda로 구성되어있는 형 인 소나타형식이다. 악 제시

부에는 Eb장조의 제1주제부가 1-19마디까지,원조의 딸림음조로 시작

하는 제2주제부가 20-30마디까지 나타나고 간결한 소종결구에 의해

마무리 된다.뒤이어 37마디부터 솔로 트럼펫에 의해 원조에서 제1주

제가 다시 제시되어지며,52마디부터 원조의 나란한조인 C단조로 시

작되는 짧은 연결구 후,73마디부터 원조의 딸림음조인 Bb장조에서

다시 솔로 트럼펫에 의해 제2주제가 제시된다.발 부인 93마디-124

마디는 제1주제가 원조와 나란한조인 C단조로 조바꿈되어 시작되며

제1,2주제가 다양한 형태로 발 되어 개되어진다.하지만 제2주제는

앞의 제시부와 정확히 같은 선율로 제시되어 지지 않으며 반음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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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의 특징을 갖는 제2주제를 변형시켜 발 시킨다.재 부가 시작

되는125-134마디에 제1주제가 다시 재 되며 135-156마디에 확 되

어진 연결구가 이어지고,다시 157-168마디에 제2주제가 재 된다.제

2주제의 뒤에 이어지는 솔로 트럼펫의 카덴차와 간결하고 힘찬 분

기의 코다로 마무리한다.제1악장의 체 구성을 도식화해보면 다음

과 같다.

분 마디

현악 시부
1주 부 1-19 Eb Major

2주 부 20-36 Eb Major

트럼펫 시부

1주 부 37-51 Eb Major

연결 52-72 C Minor - Bb Major 

2주 부 73-92 Bb Major

발 부 93-124 C Minor - Eb Major

재현부

1주 부 125-134 Eb Major

연결 135-156 Eb Major

2주 부 157-168 Eb Major

Cadenza 169-182 Eb Major

Coda 183-187 Eb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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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마디에서 Eb장조의 제 1주제가 제1바이올린에 의해 제시되며 3

마디의 모티 가 4마디에서 목 악기에서 재 되고 선율이 다시 악

기로 이어지며 제1주제가 마무리된다.제1주제는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는 3개의 동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드러운 선율과 가벼운 스타

카토의 상행 진행이 어우러져있다.

<악보1>제1악장,마디 1-5, 악 제시부

15-18마디의 Bass에 반음계 하행진행을 보이며 19마디부터 룻

과 제1바이올린에 Eb장조의 제2주제가 제시된다.제2주제의 시작부분

에서 롯에 의해 Bb음이 상성부에서 머무는 동안 이를 보조하는 선

율이 제2바이올린,비올라 그리고 첼로에서 반음계 으로 하행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이는 제2주제의 뒷부분으로 이어진다.제2주제는

롯의 Bb지속음 후 반음계 하강하는 선율과 이와 Tutti를 이루는

제1바이올린의 8분음표로 반복되는 타악기 리듬의 선율이 특징 이

다.반음계의 진행이 특징인 제2주제의 제시 후 화려한 페시지의 소

종결구가 이어지며 다음에 이어지는 SoloTrumpet에 의한 제시부를

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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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마디 17-25, 악 제시부

37마디부터 제1주제가 솔로 트럼펫에 의해 다시 반복되어지며 39마

디의 음형은 40마디에서 루트에 의해 반복되어지며 음색을 바꾸어

연주된다.

<악보3>제1악장,마디 33-43,SoloTrumpet제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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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마디에는 처음으로 솔로 트럼펫에 의한 반음계 선율의 움직임이

보여진다.이를 통해 당시 새롭게 개발된 키트럼펫의 기능을 과시하

고 있다.

<악보4>제1악장,마디47-48

49마디의 트럼펫 움직임은 기존의 타악기 식의 리듬표 이다.이것

을 통해 하이든은 새로운 트럼펫의 반음계 선율의 연주 뿐 아니라

기존의 역할이었던 리듬연주 역할를 공존하여 사용했음을 알 수 있

다.52마디부터 이어지는 2주제로 가기 한 연결구는 앞에서 제시되

었던 제1주제의 처음동기a를 하여 하행선율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이 부분은 원조와 나란한조인 c단조로 시작하여 진행되어지며

58마디의 공통화음 조를 통해 원조의 딸림음조인 Bb장조로 조되

어 다음에 이어지는 제2주제의 조성을 비한다.트럼펫 연주에 있어

52마디의 높은 a음은 P의 작은 셈여림으로 연주해야 하기 때문에 연

주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으로 주의하여 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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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제1악장,마디 49-59,연결구

55마디의 솔로 트럼펫부분의 부드러운 반음계 진행과는 상반되게

60마디의 트릴 부분은 연주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부분 하나이

다.f로 연주해야 하는 부분으로 마치 팡 와 같은 느낌으로 힘차

게 연주해야 한다.

<악보6> 제1악장,마디 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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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구의 끝부분인 68-70마디에서 5도권 조성으로 진행하여 원조의

딸림음조인 Bb장조로 조되었다.이어 솔로 트럼펫에 의해 Bb장조

에서 제2주제가 연주되어진다.앞의 악 제시부에서 보이던 제2주

제의 뒷부분 선율이 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제2주제 제시 후

77마디의 악에 이어지는 f셈여림의 음형은 앞의 부드럽고 조용

한 제2주제와 조를 이루며 강하고 힘있는 느낌으로 팡 느낌이

다. 한 79마디에서 상행하며 크 센도되어 80마디로 이어지는 트럼

펫선율의 목 음은 제시부에서 가장 높은 음으로 힘차게 진행되어진

다.

<악보7>제1악장,마디 70-80,SoloTrumpet제시부

93마디부터 발 부가 시작된다.원조와 나란한조인 c단조로 시작되

며 제1주제가 솔로 트럼펫과 제1바이올린에 의해 연주되어진다.제시



27

부이 제1주제의 동기a,b는 그 로 연주되지만 동기c는 바 어 나타나

는데 이는 앞에서 제시된 주제의 마지막화성이 으뜸화음으로 끝났던

것과는 조 으로 발 부의 제1주제는 부3화음 하나인 VI로 바

어 마무리되기 때문이다.c단조로의 조바꿈으로 인해 조 높아진 음

역에서 연주되어지는 제1주제는 포근한 느낌을 주며 98마디부터는

악 반주와 선율을 주고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악보8>제1악장,마디 89-99,발 부

101마디의 반음계 선율과 함께 조성은 원조인 Eb장조로 회귀한다.

트럼펫 연주자들에게 있어 104마디부터 111마디로 이어지는 부분은

많은 부담이며 자칫 실수를 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다.1악장의 클라

이막스 부분으로 111마디의 가장 높은 음을 연주하고 나면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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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은 비교 낮고 편안한 음역의 선율로 온음,반음에 의해서 움직

이게 된다.소나타형식의 발 부이지만 제2주제의 원형은 이 부분에

서 찾아볼 수 없다.하지만 제2주제의 특징인 반음계의 진행이 101마

디와 110마디부터의 선율과 화성의 움직임에 나타남으로써 제2주제를

암시한다.

<악보9>제1악장,마디 100-112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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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마디부터 시작되는 재 부에서는 제1주제가 제시부와 동일한 Eb

조에서 솔로 트럼펫과 제1바이올린이 선율을 주고받는 형태로 동일하

게 반복되어진다.

<악보10>제1악장,마디 120-130,재 부

135마디부터의 연결구는 앞의 제시부의 연결구와 다른 선율로 진행

한다.연결구 선율의 리듬이 셋잇단음표,이후에는 16분음표의 빠른

진행을 보이며,이 선율들은 제1바이올린과 솔로 트럼펫이 서로 주고

받는 형태로 나타난다.특히 144마디의 옥타 이상 도약하는 솔로

트럼펫의 선율이나 152마디부터의 16분음표의 선율은 트럼펫 연주자

에게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다.주3화음 주의 연결구 이

후,156마디부터 제2주제의 재 부가 시작된다.제2주제의 재 부의

조성은 제시부의 Bb장조와 다른,원조와 동일한 Eb장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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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1> 제1악장,마디141-157,재 부

제2주제의 제시 이후 오 스트라 트의 선율이 상승되며 화려한

진행이 168마디까지 이어지며,169마디부터는 솔로 트럼펫의 카덴차

가 시작된다. 고 주의 시 에는 카덴차가 작곡가에 의해 작곡되어

지는 것이 아닌 즉흥연주 되어져 연주자의 기량을 엿볼 수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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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하이든 한 당시 이 곡의 카덴차를 따로 작곡하지 않았으며,

유명 연주자에 의한 몇몇 카덴차가 악보로 기록되어져 있다.카덴차

이후 이어지는 오 스트라 트의 코다는 마치 팡 와 같은 진행으

로 명료하고 힘차게 1악장을 마무리한다.

<악보12>제1악장,마디179-187,C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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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제2악장

제2악장은 Andante빠르기에 6/8박자이며,A-B-A'-Coda로 구성되

어 있다.제1악장의 버 딸림음조 계인 Ab장조로 A부분은 1-8마디

의 오 스트라가 주제선율을 제시하는 부분과,9-16마디의 솔로트럼

펫에 의해 주제선율이 다시 한 번 제시되어지는 부분으로 나뉜다.

17-18마디의 연결구를 거쳐 19-24마디,그리고 25-30마디의 각각 새

로운 모티 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뉘는 B부분이 이어진다.조성은

Ab장조에서 Cb(B)장조로 짧게 조가 되었다가 30-32마디로 이어지

는 연결구를 통해 다시 원조인 Ab장조로 회귀한다.33-40마디에는

앞에서 제시된 A부분의 선율에 오 스트라의 루트가 더해져 반복

되며,41-42마디의 연결구 후에는 43-50마디에 종결구인 Coda가 이어

진다.제2악장의 체구성을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분 마디

A

A1 

( 현악)

a 1-4

Ab Major

a1 5-8

A2 

(트럼펫)

a2 9-12

a3 13-16

연결 17-18

B

b 19-24   Ab Major - 

Cb(B) Majorc 25-30

연결 30-32 Ab Major

A'

a4 33-36

Ab Majora5 37-40

연결 41-42

Coda 43-50 Ab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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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마디의 주제선율은 바로크시 의 모음곡 가운데서 무곡 하나

인 시칠리아노(Siciliano)음악의 리듬을 연상 한다.시칠리아노는 이

태리 음악으로 14세기경 발생하여 17,18세기에 즐겨 사용되어졌으며,

원래 무곡이 아닌 특징이 강한 원 음악으로,다음의 리듬을 특징으

로 한다.

<악보13>시칠리아노 리듬

Ab장조의 조성인 주제선율은 첫 시작부분에서 Ab음을 Pedalpoint

형태로 지속한다.1-4마디의 주제선율은 5-8마디에 반복되어지는데 6

마디부터 앞의 주제와는 다르게 32분음표의 화려한 선율선이 더해지

며 변형된다.1-4마디의 주제선율은 제2악장에서 총 5번 변형되어 반

복되어진다.

<악보14>제2악장,마디1-10,A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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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마디는 1-8마디에서 제시된 선율이 재 되는데,앞의 오 스트

라에 의해 제시된 주제선율은 솔로 트럼펫으로 옮겨져 트럼펫의 간

음역에서 부드럽게 연주된다.

<악보15>제2악장,마디6-15,A부분

A부분 이후 17-18마디의 악기들의 선율에 의한 짧은 연결구가 이

어지고 19마디부터 B부분이 시작된다.PedalPoint의 지속음이 베이

스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그 에 다양한 비화성음들을 포함하는

선율들이 연주된다.21마디 선율의 반음계 선율진행 이후 Ab장조에

서 Cb(이명동음 B)장조로 조가 되어져 B부분의 두 번째 Section인

c로 이어진다.Ab과 Cb은 단3도 계로 3도 계의 조는 고 주의

시 의 특징 인 조 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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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6 >제2악장,마디16-26,연결구,B부분

Cb(이명동음 B)장조의 오 스트라에 의한 B의 c부분이 연주된 후

30마디부터 연결구가 이어진다.다시 원조인 Ab장조로 조된 연결구

의 it.6와 V의 반복은 솔로트럼펫의 반음계 선율과 함께 특색 있는 화

성을 만들어내며,이후 A'부분이 시작된다.A부분의 솔로트럼펫에 의

한 주제선율부분과는 다르게 34마디부터 오 스트라의 루트가

Tutti로 같이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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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7>제2악장,마디27-36,B부분,연결구,A'부분

43마디부터 Coda가 시작된다.제2악장의 특징 하나인 반음계를

포함하는 선율이 Coda의 마지막 솔로트럼펫의 선율에 나타나며 종지

된다.

<악보18>제2악장,마디42-50,C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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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제3악장

제3악장은 Allegro의 빠르기로 2/4박자이며 론도 소타나 형식이다.

론도 소나타형식이란 론도형식과 소나타형식이 복합된 것으로,사실

상 이 두 형식은 도식 상 비슷한 을 보인다.이 형식은 고 주의시

의 독주용 소나타나 교향곡, 주곡의 마지막악장에 주로 쓰 으며,

낭만 음악가에 의해 다양하게 변화되고 복잡해진 모습을 보 다.

원칙 으로는 ABA/C/ABA의 형식을 기본으로,C부분이 소나타의 발

부 성격을 갖는다. 악 제시부에는 Eb장조의 제1주제가 1-12

마디에 제시되며,바로 13-26마디에서 반복된다.뒤이어 27-32마디에

원조인 Eb장조에서 제2주제가 제시되며 33-44마디의 연결구로 이어

진다.45-56마디에서 솔로트럼펫에 의해 제1주제가 제시되며 57-68마

디에서 다시 반복된다.68-79마디의 연결구를 지나며 Bb장조로 조

되어 80마디에 솔로트럼펫에 의해 원조의 딸림음조 계의 제2주제가

제시된다.다시 93마디부터의 긴 연결구를 통해 원조인 Eb장조로 회

귀하여 125마디부터 발 부가 시작되는데,제1주제가 각각 Eb장조,

Ab장조,f단조에서 4번 반복된다.제2주제의 개 없이 155마디부터

연결구가 이어지며 f단조,G장조를 거쳐 원조인 Eb장조로 돌아온다.

181마디부터 제1,2주제가 모두 Eb장조에서 재 되며 220-237마디의

연결구를 지나 Codetta,Cadenza,Coda에서 각각 제1주제에서 시작된

선율들이 연주되며 악장을 마무리한다.제3악장의 체 구성을 도식

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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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마디

현악

시부

A 

( 1주 부)

a

Eb Major

1-12

a1 13-26

B 

( 2주 부)

b 27-32

연결 33-44

트럼펫

시부

A' 

( 1주 부)

a2 45-56
Eb Major

a3 57-68

연결 68-79 Eb Major - c minor

B' 

( 2주 부)

b1 80-96
Bb Major

연결 86-92

C (연결 ) 93-124 Bb Major - Eb Major

발 부

A'' 

( 1주 부)

a4 125-136
Eb Major

a5 137-141

a6 142-148 Ab Major

a7 149-154 f minor

D (연결 ) 155-180
f minor -

G Major - Eb Major

재현부

A''' 

( 1주 부)

a8 181-192

Eb Major

연결 193-199

B'' 

( 2주 부)

b2 200-203

연결 204-220

E (연결 ) 220-237

Codetta A'''' 238-279

Eb MajorCadenza A''''' 280-304

Coda A'''''' 3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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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군에 의해 시작되는 Eb장조의 제1주제는 Eb음의 지속을 포함

한 스타카토로 연주되는 반주로 인해 경쾌하며 힘찬 성격을 보인다.

제1주제는 2가지의 음형을 특징으로 갖는데, 의 리듬을 갖

는 음형1과 8분음표의 리듬에 3도 음정으로 구성된 2개의 음 그룹의

음형2가 각각 1마디와 3마디에 보여 진다. 한 음형2는 7마디에 16

분음표의 음군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이러한 음형들은 이어지는 연

결구의 요소로 쓰여 진다.제1주제는 13마디부터 목 악기의 음색이

더해지고 뒷부분의 선율이 변하여 반복된다. 한 14마디부터 주제의

일부를 2성부에서 반복하며 선율을 주고받는다.

<악보19>제3악장,마디1-18,제시부

27마디부터는 악의 제1,2바이올린과 오보에1,2에 의해 제2주제가

연주된다.I와 V7화성의 단순한 진행이며,제1주제의 음형1의 뒷부분

8분음표가 16분음표로 분할되어 사용되었고,음형1선율선의 상행진

행과는 반 로 하행 선율진행을 보인다.27마디부터 1p1바이올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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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오보에에 의해 시작된 2마디 단 의 선율은,도 에 28마디에서

제2바이올린과 제2오보에에 의해 하성부에서 주제선율이 반복되어 나

타나 법 인 보습이 보여 진다.

<악보20>제3악장,마디26-33,제시부

제1주제 음형1 제2주제 시작리듬

모든 악악기에 의한 주3화음 주의 연결구를 지나 44마디부터

솔로트럼펫에 의한 제시부가 시작된다.조성은 원조인 Eb장조로 1-12

마디와 동일하게 반복된다.

<악보21>제3악장,마디42-51,제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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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마디부터 제1주제가 솔로 트럼펫에 의해 다시 반복된다.이 의

주제 선율과 반주부의 화성에 의한 단순한 반복 음형의 제1주제는,

솔로트럼펫과 제1바이올린이 한마디의 간격을 두고 선율을 주고받는

형태로 연주하며,앞의 악에 의한 제2주제에서 보여 졌던 법

인 모습이 나타난다.

<악보22>제3악장,마디52-68,제시부

68마디부터 솔로트럼펫의 제2주제 제시부로 가기 한 연결구가 이어

지는데,제1주제의 음형 2-1이 반복되며 동형진행 한다. 루트와 제1

바이올린의 Tutti로 시작된 선율은 72마디에서 제2바이올린으로 이어

지고 이것은 다시 제1바이올린으로 주고받는 형태로 보이며,74마디

에서는 c단조로 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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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3>제3악장,마디69-74,연결구

연결구를 통해 c단조에서 Bb장조로 조가 된 후 80마디부터 원조

의 딸림음조에서 제2주제가 솔로트럼펫에 의해 연주된다.앞의

악제시부와 마찬가지로 솔로트럼펫과 제1바이올린이 주제선율을 주고

받는 형식으로 법 인 모습이 보인다.83마디부터 제2주제의 첫

마디 음형을 반복하면서 솔로트럼펫의 화려한 부분을 비한다.86마

디부터 보이는 꾸 음을 포함하는 솔로트럼펫 기교 인 선율은 연주

자들에게 높은 테크닉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악보24>제3악장,마디75-90,제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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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부에서 발 부로 넘어가는 연결구는 솔로트럼펫의 반음계 하

행선율로 93마디부터 시작된다.앞부분의 꾸 음을 동반한 어려운 페

시지 이후 편안한 반음계하행의 선율로 이완을 시킨 후,98마디부터

루트와 제1바이올린에 의해 독자 인 선율이 연주된다.이 선율은

다시 102마디에 변형되어 솔로트럼펫에서 반복된다.이 후 109마디의

f셈여림의 힘이 있는 선율이 연주되고 116마디부터 다시 p의 셈여림

으로 바 며 원조인 Eb장조로 정리되면서 발 부를 비한다.

<악보25>제3악장,마디91-108,제시부

125마디부터 원조인 Eb장조에서 f의 셈여림으로 제1주제가 솔로트럼

펫에 의해 연주되며 발 부가 시작된다.솔로트럼펫 제시부와는 다르

게 127마디부터 시작되는 선율의 법 개를 솔로트럼펫과 루

트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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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6>제3악장,마디118-134,발 부

발 부에서 제1주제는 4번 반복된다.125마디에 솔로트럼펫에 의해

제시된 주제는 137마디에서 목 악기군과 악기군에 의해서 반복되

면서 Ab장조로 조가 되며 변화하고,솔로트럼펫에 의해 Ab장조에

서 제1주제가 다시 반복된다.다시 148마디에서 f단조로 조되며 제1

오보에와 제1바이올린에 의해 선율이 변형되어 연주된다.제3악장의

발 부에서는 제2주제 없이 제1주제만 변형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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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7>제3악장,마디135-152,발 부

155마디부터 발 부에서 개부로 가기 한 연결구가 이어진다.연

결구의 요소는 제1주제의 음형2로 다양한 음역에서 반복되며,161마

디부터는 음형2로 시작된 선율이 나타나고,이어서 이 선율이 변형되

고 다시 음형2가 반복되며 연결구를 이어간다.

<악보28>제3악장,마디153-160,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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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형2의 변형으로 구성된 연결구를 지나 181마디에서 재 부가 시작

된다.제1주제가 솔로트럼펫과 바순의 Tutti에 의해 연주되고 주제선

율의 일부를 루트와 제1바이올린이 받아 주고받는다.제1주제는 제

시부와는 다르게 한번만 연주되며,뒤에 이어지는 연결구는 제1주제

의 음형 2-1이 반복되며 제2주제의 재 부로 이어진다.

<악보29>제3악장,마디177-194,재 부

200마디부터 제2주제가 솔로트럼펫에 의해 재 된다.제시부의 제2

주제는 2마디단 의 음형이 3번 반복되었는데,재 부에서는 2번 반

복된 후 Eb음의 Pedalpoint로 이어진다.210마디부터 옥타 도약의

솔로트럼펫 부분은 연주가 까다로워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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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0>제3악장,마디195-219,재 부

연결구를 지나 238마디부터 Codetta가 시작된다.제1주제의 앞부분

4마디로 시작하여 새로운 선율로 이어지며 245마디에서는 Eb장조의

딸림음인 Bb음이 PedalPoint로 베이스에 지속된다.249마디부터 나

오는 솔로트럼펫의 트릴을 동반한 선율은 해학 인 분 기로 이 곡에

서 인상 인 부분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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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1>제3악장,마디238-256,Codetta

Cadenza이후 Coda가 이어진다.제1주제의 첫 부분으로 시작하여 마

지막에는 I와 V화성이 반복되며 경쾌하게 끝을 맺는다.

<악보32>제3악장,마디305-320,C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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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결론

하이든의 후기 작품이자 주곡 마지막 곡인 ‘Trumpet

ConcertoinE-FlatMajor’의 작품분석을 통해 그의 음악어법 고

주의 시 음악 특징, 한 새롭게 개발된 악기인 키트럼펫과 그

로인한 작품에서의 트럼펫 선율선 등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이 곡은 총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악장과 제3악장에는 각

각 고 주의 시 의 요한 음악 형식인 소나타형식으로,제2악장은

3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소나타 형식은 고 의 보편 인 뜻인

‘모범 이고,참되고,아름답고,균형과 조화로 충만한,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음악에 부합하여 형성된 것으로,이성 이며 질서가 있

는 가공되어진 고 주의 시 의 특징 음악형식으로 발 되었으며

하이든에 의해 완성되었다.이 곡에서 하이든은 주제와 모티 들을

통한 악곡의 구성,각각의 조 계,솔로 트럼펫과 악의 역할을

통해 소나타 형식을 그의 완숙한 음악어법 안에서 보여 다.이러한

소나타 형식 악장을 포함하는 독립 다악장의 곡인 ‘소나타’는 고

주의 시 의 기악음악에 있어 요한 형식으로 발 하 고,소나타에

서 비롯된 규모 악기편성의 교향곡, 주곡이 확립되었다.이 곡의

각 악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악장은 소나타형식으로 솔로트럼펫 제시부의 제1주제는 Eb장조,

제2주제는 원조의 딸림음조인 Bb장조이다.발 부에서는 제1주제는

원조의 나란한조인 c단조에서 시작되며 제2주제는 원형이 연주되어지

지는 않지만 선율선,화성진행을 통해 암시되어 있다.재 부의 제1,2

주제는 모두 원조인 Eb장조이며,연주자의 개인기량을 발휘할 수 있

는 Cadenza와 Coda가 이어져 제1악장을 끝맺는다.

제2악장은 3부분형식으로 제1악장과 버 딸림음조 계인 Ab장조

이다.A의 주제선율은 시칠리아노(Siciliano)음악의 리듬을 연상 하

며,B부분의 주제는 Bass의 PedalPoint와 반음계 선율선의 진행이

특징 이다.B부분은 Cb장조로 조가 되는데 Ab과 Cb은 단3도

계로 3도 계의 조는 고 주의시 의 특징 인 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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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악장은 론도소나타 형식이다.론도형식과 소나타 형식이 결합된

것으로 고 주의시 의 독주용 소나타나 교향곡, 주곡의 마지막악

장에 주로 쓰 다.제1주제는 1악장과 동일한 Eb장조이며 제2주제는

원조의 딸림음조인 Bb장조이다.솔로 트럼펫과 악이 주제선율을

서로 주고받는 법 인 모습들이 특징 으로 보인다.발 부에서

는 제1주제가 4번 반복되며 다양한 조성으로 조된다.재 부는 다

시 Eb장조로 조되며 Cadenza와 Coda가 이어진다.

이 곡은 이 시 의 트럼펫곡과는 다르게 솔로트럼펫에서 반음계

진행을 동반하는 선율선이 보인다.이는 하이든이 당시 새롭게 개발

된 트럼펫을 염두에 두고 작곡했기 때문이다.자연배음에 의한 제한

된 음만을 연주할 수 있었던 시 의 내추럴트럼펫과는 달리 악기

에 밸 를 추가하여 반음의 스 일을 모두 연주 할 수 있는 키트럼펫

이 악기 개발자이자 연주자 던 안톤 바이딩거에 의해 개발되었다.

하이든은 작품 ‘TrumpetConcertoinE-FlatMajor’를 안톤 바이딩거

와 그의 악기를 해 작곡하며 에 없던 새로운 트럼펫 선율선을 선

보이게 된다.이 곡에서 솔로트럼펫은 이 시 에서 트럼펫이 화성

의 구성음 연주와 리듬 역할을 담당했던 모습과 더불어 솔로악기로

서 힘을 갖는 동시에 부드러운 선율선을 보여 다.

결론 으로 이 곡은 고 주의 시 에 확립된 소나타형식을 기본으

로 후기 하이든의 성숙된 음악과 새로운 악기를 통한 실험 시도들

이 보이는 곡으로,트럼펫 역사상 요한 치를 차지함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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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ticalresearchon
JosephHaydn’s

<TrumpetConcerto
inE-FlatMajor>

SeoulNationalUniversity

DepartmentofMusic

TheGraduateSchool

Jo,Soyoung

Inthismasteŕsthesissession,TrumpetConcertoinE-Flat

Major, one of the representative work of Franz Joseph

Haydn(1732-1809),whichwasplayedatthegraduationrecitalis

to be analyzed and studied.Through theresearch processof

masteŕs thesis,itisaimed to bea meaningfulapproach for

peoplenew tothepiecetounderstand themusicand foran

actualperformance.

In order to achieve the aim,both historicalcontexts and

musicalcharacteristicsofclassicism,dominantideologyduringthe

lifetime ofHaydn were examined atfirst,and the history—

especially in the classicalperiod—of trumpet,the instrument

discussedindepththroughoutthispaperwasstudied.Bydoing

so,how developmentofanew trumpethadaninfluenceonthe

TrumpetConcertoinE-FlatMajorwhichhadbeencomposedfor

theinstrumentitselfcouldbeanalyzed.

Havingcomposedin1796,thispiecewasthelastworkofthe

concertosHaydnevercomposed.ItseemedthatHaydncom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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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usicconsideringanorchestrarelativelylargerinscalein

contrastwith the existing formerconcertos ofhis since the

interaction between a soloistand an orchestralaccompaniment

became strengthened. Particularly, the trumpet, the main

instrumentofthispiece,hadbeenanaturaltrumpetwhichhada

limittochromaticscaleinplayingmelodyforcenturies,however

anew trumpetoftheclassicalperiod wasdevised by Anton

Weidinger (1766-1852),a trumpetplayer.This new style of

trumpetwaskeyedtrumpet—KlappentrompeteinGermanandKey

trumpetinEnglish—andwasofficiallycapableofplayingall12

chromaticnotestankstothe5keysin thewallofthetube.

Joseph Haydn's TrumpetConcerto in E-FlatMajor is the

musicalpiecewrittensolelyforthekeyedtrumpet,andpresents

variousmodulationandchromaticmelodynotesthatwouldhave

hadnotbeenpossiblebeforeonanaturaltrumpet.

Itisinthreemovements.Thefirstmovement,Allegro,isina

sonataform andendswithsimpleandcelebratorycodawhilethe

secondmovement,Andante,isinternaryform thatbeginswith

lovelyandexpansivemelodyinapeacefulSicilianostyle.Andthe

thirdmovement,Allegro,writteninasonatarondoform givesa

festiveandcheerfulmelody.Thiswholemusicalpiecelooksvery

briefbutremindslistenersofthemusicwhereatrumpetwas

playedforhighrangeinthebaroqueperiod,knownasgoldenage

ofthe naturaltrumpet.Atthe same time,this music also

expresses the brilliantperformance ofkeyed trumpets,newly

devisedin theclassicalperiod,thusasignificantwork in the

historyofmusicforatrum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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