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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P.Verlaine 와 C.Debussy의

연가곡 Ariettes oubliées 작품연구

19세기 프랑스는 오랜 시간 전쟁과 혁명을 겪은 후 프랑스는 정치,

경제, 예술에 까지 이르러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프랑스 예술가들

의 의식은 개인의 감정에 집중하게 되었고, 미술을 시작으로 문학,

음악에 까지 인상주의 사조가 대두되었으며, 프랑스의 작은 카페에

서 이루어진 화요회를 통해 많은 화가와 시인, 작곡가들은 서로의

예술을 공유했다. 이에 시인 폴 베르렌느(Paul verlaine, 1844~1896)

는 부인 마틸드와 같은 동성을 가진 랭보와의 사이에서 불안하고

갈등하는 심리를 그의 시집 『말없는 연가(Romancessans Paroles,

1874)』에서 시어에 상징적이고 암시적으로 내적갈등을 표현하였으

며,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Claude Achille Debussy, 1862~1918)는 그

시집의 시어와 분위기에 영감을 받아 6편을 발췌하고 연가곡 ‘잊혀

진 노래<Ariettes oubliées>’를 작곡했다.

이시기에 드뷔시는 이전의 형식적이고 시의내용에 중점을 둔 낭만

시대의 음악이 아닌 새로운 음악적 표현을 모색하였다. 이에 그는

베를렌느 시어와 뉘앙스에 영감을 받아 시어 자체만이 가지고 있는

음악성과 상징성에 중점을 두어 표현하였고, 시인이 표현한 부인 마

틸드와 동성애적 사랑을 하던 랭보 사이에서 겪던 내적갈등과 불안

한 감정을 모호하고 색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과감히 3도음정을

생략하여 조성을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반음계적 선율 사용과 비화

성적 화음 사용 등 새로운 음악적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몽가적인

인상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실험적이고 현대적인 면모는 특히 이후



인상주의 음악의 확립에 정확히 기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잊혀진 노래<Ariettes oubliées>’의 연구를 통해 인

상주의의 탄생, 베를렌느의 생애와 작품세계, 인상주의 음악에서 작

곡가 드뷔시의 음악적 역할, 작곡가 드뷔시가 의도한 바에 의하여

베를렌느의 시어에 담긴 시어의 해설과 시가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

현 되었는지 알아본 후에, 시어와 음악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인상주

의 요소에 대하여 시어 및 악곡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상주

의 음악적 특징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연주자들이 <Ariettes

oubliées>를 연주할 때 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된 음악을 전달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주 요 어 : P.Verlaine, C.Debussy, Ariettes oubliées,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 상징주의 문학

학 번 : 2013-2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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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872년 4월2일 시인 베를렌느는 ‘라일락 농장‘이라는 농장의 카페에

앉아 당시 샤를르빌에 있는 랭보에게 편지를 쓴다.

“ 좋은 친구여.

[잊혀진 아리에타]는 가사와 음악 모두 매혹적이다!

나는 그것을 연주해 보도록 하고 노래도 시켜보았다.

그 멋진 것을 보내 주어 고맙다.“1)

이 편지에서 베를렌느가 말하는 [잊혀진 아리에타]는 베를렌느의

『말 없는 연가(Romancessans Paroles, 1874)』 라는 시집에 속해

있는 작은시집이다.

베를렌느는 27세가 되던 1870년, 마틸드와 결혼을 하고, 미래에 대

한 희망으로 시집 『아름다운 노래 (La Bonne Chanson), 1870』을

썼다.그 후, 그는 17세의 어린랭보에게 편지를 받고, 랭보의 시에 크

게 영감을 받아 그를 파리로 초청하게되고, 베를렌느는 랭보와 사랑

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그들은 아내와 가정을 두고 벨기에 영국 등지를 떠돌아다니

며 방랑생활을 하게 된다. 동거생활을 하던 이시기(1871-1874)에 베

를렌느는 시집 말없는연가(Romancessans Paroles)의 대부분을 쓴

다.

1) Oeuvres completes, ed.cit.,t.I.p.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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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873년,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논쟁 끝에 베를렌느가

랭보에게 권총을 발사하여 감옥에서 2년을 보내게 된다.2) 투옥중이

던 베를렌느는 친구의 도움으로 『말없는연가 (Romancessans

Paroles, 1874)』를 출간한다.

그가 시를 쓰던 당시, 프랑스의 역사는 그의 문학에도 영향을 미치

는데, 오랜 혁명과 전쟁 속에 많은 사람들의 의식의 흐름은 주관적

이고 개인의 감정에 충실하게 되며, 인상주의 사조가 대두하게 된

다.

이는 미술을 시작으로 문학과 음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베를

렌느 또한 랭보, 말라르메, 보들레르와 함께 상징주의 문학이 자리

매김을 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그의 시어는 낭송 했을 때, 운율감이

살아나 노래를 부르는 듯 한 느낌이 들고, 자연이나 사물을 음악적

도구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그의 시에 의하여 많은 작곡가들은

창작 욕구를 자극받았다.

이처럼 인상주의 가곡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드뷔시는 프랑

스 인상파 화가들의 기법과 상징주의 작시법과 흡사하게, 암시를 통

해 자연의 소리와 모습을 음악에 그려 넣으려고 했다. 이에 그 시기

의 문학에 심취해 새로운 음악적 기법을 모색했던 그는 베를렌느의

시에 영감을 받아 이전의 정형화된 형식과 시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곡했던 방법과 달리, 시어에 중심을 두어 시어에 대한 뉘앙스의

표현과 Word Painting, 조성의 파괴, 짧은 조성의 차용, 반음계적

진행과 비화성음의 사용으로 색채적인 음색을 통해 감정이나 분위

기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2) 정인미, C. A. Debusy의 가곡집 <Ariettes oubliées>에 관한 연구 .2013.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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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그는『말없는 연가(Romancessans Paroles, 1874)』에서 6편

을 발췌하여 연가곡 ‘잊혀진 노래<Ariettes oubliées>’를 완성했고,

이를 통해 드뷔시는 새로운 음악적 소재를 등장시키고 프랑스의 인

상주의 특징을 확립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잊혀진 노래<Ariettes oubliées>’의 연구를 통해 인

상주의의 탄생, 베를렌느의 생애와 작품세계, 인상주의 음악에서 작

곡가 드뷔시의 음악적 역할에 대해 조명하고, 더 나아가 베를렌느의

시를 통해 드뷔시의 연가곡집에 의도한 바, 시어와 악곡에서 부각되

는 인상주의 요소와 표현기법에 대해 분석하여 이 연가곡을 통해

인상주의 가곡으로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것을 유념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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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19세기 프랑스의 배경과 인상주의 예술의 탄생

인상주의의 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19세기 유럽의 근대 사회는 영

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자본가 계급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에 시민층의 자유주의의 대두로 인한 프랑스 혁명을 통해

근대적 시민 사회가 확립되어져 왔다. 그에 따라 식민지 확립을 위

해 약소국 지배를 위한 군비경쟁으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산

업혁명을 시작으로 1789년부터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18년 까

지 약120년 동안의 혁명과 전쟁의 연속으로 많은 격동의 시기를 겪

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업혁명으로 수공업자들은 실업을 하고, 농촌인구

의 도시집중, 노동자의 인권유린의 문제를 낳았다. 또한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념을 가진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근대적 민주주의 체제

를 확립하고 시민계급이 중심이 되는 계기가 되어 개인의 심성과

자아확인에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프랑스 사회는 사람들의 의식의 흐름이 개인에게 집중이 되

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갖게 되었다.

이에 근대 예술 운동의 흐름은 기존의 예술 양상에 반발하며 주관

적이고, 개인 중심적이며, 순간적인 인상을 표현한 인상주의는 미술

에서 시작하여 음악과 문학 분야에 까지 퍼져나갔다.

인상주의 미술은 사진술의 발달로 인해 사물을 똑같이 그리는 것이

무의미해짐을 느낀 화가들이 고정된 회화 형식, 사물을 정확히 묘사

하는 미술을 거부하고 빛의 문제, 밝음의 추구에서 색채의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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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그들은 변하기 쉬운 자연의 순간적 표정의 파악을 위하여 여

러 가지 표현상의 새로운 기법을 발견하여, 자기들의 직관을 중시하

고, 주관적인 감각의 반영에 전념하게 됨으로써 시작된 운동이다.

인상주의라는 용어는 1873년 파리전시회에 출품된 모네(Claude

Monet,1840-1926)의 <인상: 해돋이(Impresion: Soleil levant)>에 대

해 비평가 루이 르루아(Louis Leroy)가 다분히 조롱을 섞어 ‘인상주

의자’라 부른데서 시작되었다. 이에 화가들은 살롱전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세잔, 부댕, 드가, 르누아르, 피사로 등 30여 명이 모

여 '무명협동협회'를 결성하여 인상주의 예술사조가 확립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미술과 같이 문학 또한 종래의 생활방식과 달리 시민들의 의

식은 점차 개인에게 집중하여 자아확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이에 프랑스 작가들은 심리분석과 공감에 대한 본능으로 문학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을 상징주의라 일컬었다. 상징주의 시

는 상징을 사용하여 사물 · 정서 · 사상 등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려

고 하였으며,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환기하거나 보편적이며 초원적

인 이념세계를 암시하려고 하는 문학운동이 펼쳐지게 된다. 이러한

상징주의적 기법은 추후 베를렌느의 시에서 더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음악 역시, 미술이나 문학에서 영감을 받아, 그들과 같이 주관

적 암시를 통해 자연의 소리와 모습을 음악에 나타내고자 했다. 인

상주의 음악은 근대음악으로 가는 중요한 교량 역할을 했는데, 19세

기 후기에 드뷔시가 프랑스 아카데미에 제출한 관현악곡 “봄”에 대

해 음악적 인상주의라는 비평이 내려진 이후 프랑스 음악 양식에서

일반화되어 사용되었다고 알려짐으로써 그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그는 연가곡 ‘잊혀진 노래<Ariettes oubliées>’를 통해 프랑스

음악의 인상주의 가곡을 확립시키는데 기여를 한다. 그에 따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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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음악표현은 드뷔시의 연가곡에서 추후 더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인상주의 화폭은 문학과 음악에 밀접한 영향을 주었고,

상징주의 시인들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물과 자연의 본질과 그들의 감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려 했

다. 이에 작곡가들은 희미한 경계선과 색채적인 표현을 강조한 회화

와 순간적인 인상을 추구하는 상징주의 문학의 영향을 받아 자신만

의 음악으로 발전시켰으며 인상주의 음악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확

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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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징주의 시인 Paul Verlaine의

생애와 작품세계

먼저, 베를렌느의 상징주의적 기법이 들어나는 시를 보기에 앞서 그

의 감정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기위해 그의 생애에 대해 조명을 해

본다.

폴 베르렌느는 1844년 아주 귀하게 태어나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유복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학교를 다니던 시절 좋은

성적과 시를 씀으로 많은 문학상을 받으면서 언어감각이 탁월했음

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친구 리카르를 통해 화요회에서 파리의 유명 화가와 시인들

을 만나며 베를렌느의 문학적 시야가 점차 넓어졌다. 그는 틈틈이

고답파3) 시인들과 사귀었고, 그 영향으로 시를 쓰기 시작하였다.

1866년, 베를렌느는 아버지를 여의고, 이듬해, ‘현대고답시집<Le

Parrassecontemporain>’을 발표하였으며, 외사촌 누이인 엘리자의

출자로 두 권의 시집‘토성인 시집<Poemes saturniens, 1866>'과 ‘우

아한 잔치 <Fêtes galantes,1869>’를 출판하였다.

1870년에는 8월 친구의 여동생인 마틸드 모테와 결혼을 하게 되면

서 제 3시집 『아름다운 노래(La Bonne Chanson, 1870)』를 그녀에

게 바친다. 이 시기가 베를렌느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자신의 사랑과 미래에 대한 결심, 그의 안정되고 평화로운 감정을

3) 고답파(Cole Parnassienne):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생겨난 근대시의 한 유파로 
낭만주의 감정과 주관적 색채가 짙은 시에 반대하여 이지적인 관찰과 과학적인 객
관성을 존중하고 형식의 완벽을 목표로 하였다. 형식을 너무 중요시 한 나머지 깊
이 있는 시정이 부족하여 차차 쇠퇴하다가 뒤에 올 상징주의로의 발전 토대를 구
축하였다. 고답파 시인에는 보글레르, 리슬, 프뤼돔, 코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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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드러내고 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는 마틸드로 인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었지만 곧 보불전

쟁이 일어나고 그는 군에 입대하게 된다.

1871년 자신보다 10살이 어린 소년 랭보가 보낸 시와 편지에 감동

을 받고 그를 파리로 초청하는데, 베를렌느는 17세의 어린랭보를 만

나게 되어 그들만의 시세계에 대한 공유를 하고, 급속히 사랑에 빠

진다. 그리하여 그는 랭보와 함께 벨기에, 영국 등지를 방랑하며 동

거생활을 하였다. 또한 베를렌느의 어머니가 마틸드와 함께 그를 찾

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를렌느는 다시 랭보에게 되돌아갈 정도로

그들의 사랑은 열정적 이였다. 1873년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겨 논쟁

끝에 베를렌느는 랭보에게 권총을 발사하여 2년간 투옥된다. 그렇게

베를렌느는 복역 중 친구의 도움으로 네 번째 시집인 『말 없는 연

가(Romancessans Paroles, 1874)』를 출판하게 된다.

당시 쓰여진 『말 없는 연가(Romancessans Paroles, 1874)』를 통

해 베를렌느가 상징주의 시인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랭보와 베를렌느

의 관계는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베를렌느가 랭보에

게 권총 발사를 함으로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없었지만, 그들은 자신

의 시세계에 대한 교류가 있었기에, 랭보가 죽자 베를렌느는 그가

천재적인 시인임을 알리는데 힘 쏟았다. 그렇게 랭보와의 동성애적

미묘한 사랑과 시세계에 큰 영감을 받은 베를렌느 또한 우울하고

복잡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어려웠던 삶을 뒤로 환상적인 시집이

탄생했다.

이어서 베를렌느의 시에서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세계뿐만 아니

라 그 속에 있는 사물의 본질과 그들의 감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

려 했다. 또한 그는 객관적인 묘사보다 주관적인 묘사에 중심을 두

었고, 그들의 언어는 감각적이고 상징적이며 암시적이었으며 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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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적인 효과를 찾기 위해 노력 했다.4)

그는 주로 우울함, 슬픔, 비애, 방황하는 심경 등을 시에 나타냈는

데, 언어를 통해 암시와 정서를 보여주었다.5) 또한 시어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며, 시에 있어서 음악성을 강조하여 직접적인 묘사보다

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묘사하였다. 또 그러한 베

를렌느의 시법은 1874년 그가 쓴 『시학(Art Poétique)』에 잘 나타

나 있는데, 『시학』의 제일 첫머리의 “De la musique avanttoute

chose(무엇보다 먼저 음악을)”라는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음악은

시간속의 하나의 형태로 이러한 음악적 속성을 시에 적용하려 했

다.6)

그래서 그의 시는 낭송했을 때 노래를 부르는 느낌을 받는데, 베를

렌느는 당시 가장 많이 사용되던 12음절 시행의 규칙적이고 기계적

인 운율에서 벗어나 유동적이며 모호함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인 기

수음절7)을 사용함으로 감정과 내면의 모호함을 표현했다. 베를렌느

가 즐겨 사용한 기수음절은 3, 5, 7음절과 함께 특색 있는 9음절, 11

음절, 13음절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8) 기수음절의 약간처지는 느낌

은 시세계를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준다.

또한 그의 시는 운율적인 형식이 자유롭고, 시의 내용이나 의미보다

는 시어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내부

운(lesrimesintérieures)9),자음운(allitération)10),부조화음(dissonance

4) 정인미, C. A. Debusy의 가곡집 <Ariettes oubliées>에 관한 연구 .2013.p.21
5) 최보라,C. A. Debussy의 가곡 「Ariettes oubliees」에 관한 연구. 2009,p12
6) 정인미, C. A. Debusy의 가곡집 <Ariettes oubliées>에 관한 연구 .2013.p.21
7) 한 시행에서 음절 수가 7,9,11 음절과 같은 홀수 음절로 이루어짐
8) Morris Gramont. <프랑스 시법개론> 민희식 역. (서울: 탐구당), pp.45~46
9) 내부운은 운의 음이 시행 내부에서 다시 반복되는 현상이다.
10) 자음운(allitération)은 두운법이라고도하며 시행 내부에서 자음이 반복되는 현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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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을 교묘히 사용해 시가 갖는 음악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도 하

였다. 이를 통해 그의 시에 의하여 많은 작곡가들은 물론 드뷔시에

게 창작 욕구를 자극받았다.

11) 부조화음은, 듣기에 어색한 음이 결합되는 현상, 예를 들어 ‘dîner d'un 
dindon'과 같은 음의 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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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

Claude Debussy의 역할

드뷔시는 독일의 리트(Lied)를 중심으로 낭만음악이 유럽 전체에서

성행할 때 프랑스 예술가곡인 멜로디(Mélodies)를 완전한 장르로 구

축하였다.

그는 시와 선율이 중심이 된 직설적인 음악표현보다는 이면적이고

모호하며 베일에 가려진 이미지를 표현하는 음악을 썼으며, 작시에

또한 재능이 있어, 시를 정확히 보고 시어가 갖는 운율, 리듬, 억양

에 관심을 가져 독특하고 유연한 음악구조를 결정하였고 단어의 뉘

앙스를 중점으로 작곡을 하였다. 특히 그는 프랑스 시인들이 쓴 시

만을 고집하여 가곡을 작곡하였고, 시와 음악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음악으로써 신비롭게 혼합하여 표현하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고, 파리음악원에서 음악

을 배우던 시절, 구노, 마스네의 프랑스오페라의 영향을 받고 당시

친분이 있던 성악가인 바스니에 부인의 영향을 받던 시기이다. 그는

바스니에 부인이 음역이 높고 기교적이였기에 Ah!로 기교적이고 일

관된 표현이 많이 들어간 곡을 썼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가곡으로

는 별이 반짝이는 밤Nuits d'étoiles , 아름다운 저녁 Beau Soir ,

만돌린 Mandoline , 론도 Rondo , 달빛 Claire de lune 등이 있

다.

또한 그는 「방탕아」(l'EnfantProdigue)로 최고 명예상인 로마 대상

을 획득하였고, 바그너와 여행을 다니며 동양의 음악에 영향을 받은

뒤 그만의 개성적인 어법과 양식을 형성하였고, 그는 점차 시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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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을 둔 작곡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베를렌의 시에 영감

을 받아 잊혀진노래 Ariettes Oubliées 가 <Ariettes>의 이름으로

작곡되어 출간하였으나 관심을 갖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말라르메

의 시를 읽고 공감하여 쓴 협주곡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Prélude à l'après-midi d'un faune」으로 프랑스에서 그에게 주목

하기 시작하자 다시 이름을 바꿔 잊혀진 노래 <Ariettes Oubliées>

로 출간이 되어 재주목 받게 되었다.

이로써 드뷔시는 낭만음악에서 인상주의 음악으로 넘어가는 음악의

전환기의 교량역할을 하여, 그는 10년 동안 오페라 펠레아스와 멜리

장드 <Pelléas et Mélisande>로써 그만의 개성있는 양식과 어법을

확립하였다.

또한 그는 독일의 형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들만의 프랑스적인 음

악을 구축하였는데 프랑스어의 구체어적인 느낌을 살려 낭송조의

선율을 사용하고 온음음계, 병행화음을 사용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

과 은근한 암시와 분위기를 묘사하는데 주력하여 다채로운 색채감

을 드러냄으로써 인상주의적인 독특한 음악어법의 정점을 찍었다.

이에 그는 추후 가곡에도 영향을 받아 가곡집 화려한 축제 Fêtes

Galantes Ⅱ」와 도를랑(C. D'orleans)과레르미뜨(T. Lhermite)의 두

중세 시인의 시에 붙인 「프랑스의 3개의 노래Trois chansons de

France」,「연인들의 산책길 Le promenoir de deuxamarits」을 작

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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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곡집 Ariettes oubliées분석

가. 작품배경

시인 베를렌느는 아내 마틸드와 여느 가정과 다름없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 1871년 9월 랭보로부터 몇 편의 편지를 받고, 크게

감동받아 랭보를 파리에 오도록 한다. 랭보에게 완전히 매료된 베를

렌느는 그의 아내를 버리고 벨기에와 영국으로 방랑의 생활을 하러

떠난다. 그렇게 랭보와의 8개월에 걸친 동거와 유랑 생활을 통해 베

를렌느는 [Romance sans paroles](말없는 연가)을 쓰게 된다.

『말없는 연가(Romancessans Paroles, 1874)』는 『잊혀진 노래

(Ariettes oubliées)』, 『벨기에 풍경 (Paysages belges)』 ,『 수채

화 (Aquarelles)』세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말없는 연가

(Romancessans Paroles, 1874)』의 작품시기를 볼 때 베를렌느가

랭보에게 많은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

여 그의 시를 들여다보면 가끔 순간적으로 암시하는 시어에 있어

랭보와 그의 아내 마틸드의 모습이 엿보인다.

드뷔시는 1880년대 후반에 말이나 그 울림에 대한 독자적인 음악

어법과 스타일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고 있었다. 그때에 시어의 음악

성을 중요시하고 말이 환기하고 암시하는 힘을 존중한 베를렌느의

시 어법은 『말 없는 연가(Romancessans Paroles, 1874)』에서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베를렌느의 시에 바탕을 둔 가곡 창작이 초

기의 드뷔시의 개성에 적지 않은 힘을 주었다.12)

그리하여 드뷔시는 베를렌느의 시 『말 없는 연가(Romancessans

Paroles, 1874)』의 『잊혀진 노래 (Ariettes oubliées)』에서 1,2,3번

12) 김기순 C.A.DEBUSSY의ARIETTES OUBLIÉES에 나타난 프랑스 MÉLODIE 연구 
2001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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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곡을, 『벨기에 풍경 (Paysages belges)』 에서 4번째 곡을, 『

수채화 (Aquarelles)』에서 5,6번째 곡을 취하여 연가곡집 『잊혀진

노래 (Ariettes oubliées),1888 』을 완성하였다.

이 곡은 1885~1887년경에 작곡되었고 초판은 1888년에 <Ariettes>

라는 제목으로 질로서점에서 출판되었으나 Pelléas et Mélisande

(펠레아스와 멜리장드)가 성공하자 제 2판은 1903년 현재의 이름

<Ariettes Oubliées>라는 제목으로 다시 재간되고, 2판에서는 곡집

이름, 곡명, 서명의 표기법이 약간 다르며, 오페라 <펠레아스와 멜리

장드>의 초연 때 멜리장드 역이었던 메리가덴 에게 헌정되었다.

이 곡의 순서는 아래와 같이 짜여져 있다.

제 1곡 : C'est l'extase langoureuse (이것은 황홀감)

제 2곡 : Il pleure dans mon coeur (내 마음에 비가 내리네)

제 3곡 : L'ombre des arbres (나무들의 그늘)

제 4곡 : Chevaux de bois (목마)

제 5곡 : Green (초록)

제 6곡 : Spleen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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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t l'extase langoureuse, 이것은 나른한 황홀경이다.

C'est la fatigue amoureuse, 이것은 사랑스런 권태이다.

C'est tous les frisons des bois 이것은 모두 미풍이 껴안는

Parmi l'étreinte des brises, 숲의 전율이다.

C'est, vers les ramures grises, 이것은 회색빛 나뭇가지를 향한

Le choeur des petites voix. 여린 목소리의 합창이다.

O le frêle et frais murmur! 오! 연약하고 신선한 속삼임이여!

Cela gazouile et susure, 이 지저귐과 바람의 살랑이는것과

Cela resemble au cri doux
뒤흔들며 숨쉬는 풀들의 감미로운 외

침과 같다.

Que l'herbe agitée expire.. 당신은 말하리라

Tu dirais, sous l'eau qui vire, 선회하며, 흐르는 물아래에서

Le roulis sourd des cailoux. 소리없이 조약돌이 구르는것을

Cete âme qui se lamente 이 잔잔한 탄식 속에서

En cete plainte dormante, 슬퍼하는 이 영혼

C'est la nôtre, n'est-ce pas?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닌가

La mienne, dis, et la tienne,
나의 것, 그리고 당신의 것이라고

말하리라.

Dont s'exhale l'humble antienne 이 온화한 저녁에

Par ce tiède soir, tout bas? 소박한 성가를 부르면서

나. 시어의 재조명 및 악곡분석

다음은 시어의 번역과 해설 그리고 음악 앞에서 분석을 통하여 각

각의 노래를 깊이 있게 연구하였으며 이해를 돕고자 시어의 분석

앞머리에는 그 시의 주제를 달아보았다.

1) 제 1곡 : C'est l'extase langoureuse (이것은 황홀감)

a) 가사내용

13)

13) 강명희 C. A. 드뷔시 연가곡 Ariettes Oubliees 분석연구 2002,p 25



- 16 -

b) 시어의 재조명 ( 미묘한 마음과 흔들림)

이 시는 연인인 랭보와 사랑을 나눈 후 쓴, 연인들의 기도와 탄식을

시에 담았다. 이 시에서 표현하는 연인은 랭보인지, 마틸드인지 상

징적으로 그의 마음을 표현하였으므로 명확하지는 않다. 그는 나른

한 황홀감( l'extase langoureuse), 사랑스런 권태(la fatigue

amoureuse,)라는 시어를 통해 베를렌느가 연인인 랭보와 부인인 마

틸드 사이에서 주저하는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시적 화자는 사랑하

는 연인을 부르며, 풍경의 움직임이나 미묘한 소리, 즉, 미풍에 의한

나뭇가지의 움직임, 바람의 살랑거리는 소리와 풀들이 흔들리는 소

리, 조약돌이 구르는 소리의 움직임을 묘사함으로써, 순간적인 움직

임의 기억이 표현되어 여러 자연의 소리들을 상징성, 음악성 있게

표현하였다. 또한 속삭이는(murmur), 여린 목소리(petites voix), 슬

퍼하는(plainte) 시어는 시인의 슬픔을 환기한다. 마지막 연에서 한

밤중에 두 연인의 속삭이는 대화를 환기한다. 그가 표현하는 우리

(nous)라는 표현에서 대상에 대한 모호한 상징을 엿볼 수 있다.

또한 3연 6행으로 구성된 이 시는1연에서는 [z]발음으로 1-2-4-5

행의 각운이 같고 [wa]발음으로 3-6행의 각운이 같다. 2연에서는

[r]발음으로 1-2-4-5 행의 각운이 같으며, [u]발음으로 3-6행의 각운

이 같다. 마지막으로 3연은 [t]발음으로 1-2연 [a]발음으로 3-6행

[ɛn]발음으로 4-5행의 각운을 같게 하였고, 음절수를 각 연마다 7음

절로 기수음절을 사용함으로써 음악적 운율성을 나타낸다.

c) 악곡 분석

드뷔시는 이전의 공통규범시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새로운 작곡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성의 특징으로서 설명되는 화성

어법이나 리듬의 사용, 정형화된 형식을 탈피하고 대상으로부터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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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식

 마디 조성 셈여림 빠르기
 박  
 자

 A
a(1-10)
b(11-18)
link (18-19)

  E
 pp
 p
 pp Lent et caressant

Un poco mosso 3/8

 B

c(20-28)
d(29-35)
e(36-48)
coda (49-52)

  c#
  D

  E

 p
 mf
 pp
 ppp

은 느낌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가 사용한 작곡 기법은 매우 다

양하다. 이 곡에 나타난 특색을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조성이 아

닌 선법이나 온음계, 반음계를 사용하였고, 5도권 관계의 화성 맥락

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의해 다양한 조를 짧게 차용했고, T-S-D-

T14)로 설명될 수 있는 조성의 기능적 규칙을 벗어나 과감하게 9화

음이나 11화음, 복화음을 사용하였다. 조성의 확실성을 모호하게 만

들기 위해 3음의 생략 과 8도 병행 진행을 주로 사용하였다. pedal

point(지속음)역시 이전 시대의 으뜸음 혹은 딸림음으로 제한적인

사용을 했던 것과 달리 한시적인 표현을 위해 사용함으로서 그 사

용법에 있어 다른 정당성을 가진 형태로 등장한다. 또한 시의 묘사

를 위해 다양한 리듬 패턴과 세부적인 dynamic, articulation등으로

이전 시대의 가곡들과 차별을 두었다.

제 1곡 C'est l'extase langoureuse (이것은 황홀감)에서는 시행의

맥락과 조성의 변화에 따라 구간을 나누었다. 이에 따른 구조는 다

음과 같다.

표 1) 「C'est l'extase langoureuse」의 구조

처음 1-2마디 피아노 오른손에 등장하는 motive는 곡의 전체를 이

14) Tonic(으뜸음) - Sub Dominant(버금딸림음) - Dominant(딸림음) - T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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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가는 중심이다. 나른한 황홀감에 빠진 연인들을 묘사하기 위해,

E-Major의 V9화음을 기반으로 으뜸음을 의도적으로 피해 만든 8

도 병행화음이 하행하는 형태를 사용했는데, 이러한 특색이 조성을

모호하게 만들어 더욱 나른한 느낌을 준다.

3마디에서 나오는 성악선율은 이와 유사하다. 또한 강박에 쉬고,

여린내기로 등장해서 순차 하행하는 melody는 ‘꿈을 꾸듯

이’(rêveusement)라는 지시어를 더 극대화시킨다. 3마디부터 5마디

까지 성악 선율에 등장하는 ‘이것은 나른한 황홀경’은 C# Aeolian모

드로, 이 기법 역시 하행하는 반주 형태와 맞물려 조성감을 흐려지

게 한다.

악보 1) MM. 1-5

악보 2) Aeolian mode

기본형(반음 위치 2-3,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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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사용된 형태

1-2마디에서 등장한 motive는 마디 5-6, 9-10의 왼손에서 나오는

형태까지 총 세 번 반복되며 곡에 통일성을 준다. 7마디의 성악 선

율 역시 약박에서 등장하며, ‘사랑’(amoureuse)의 표현을 위해 반음

계적 하행 형태를 사용해 나른함을 더했다.

이에 따른 왼손의 반주는 선율의 하행과 반대되는 상행하는 형태

로써 둘이 합쳐지며 더 묘한 효과를 이끌어 낸다. 이때 사용된 화성

은 V의 연속으로, E와 단 3도, 나란한 조(c#)와 같은 으뜸음 조인

C#과 번갈아가며 쓰였다.

악보 3) MM.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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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1부터는 곡의 시작보다 ‘조금 더 움직임을 가지고’(Un poco

mosso) 진행된다. ‘이것은 모두 미풍이 껴안는 숲의 전율이다.’라는

마디 11부터 13까지, 미풍에 흔들리는 숲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반주는 당김음 리듬을 사용했는데, 오른손과 왼손, 성악 선율이 서

로 맞물리어 등장하며 연속적인 박자 형태를 이룬다. 성악 선율이

G#에서 A#을 번갈아 가며 피아노 반주와 반진행을 하는데, 리듬과

더불어 미풍에 흔들리는 숲의 전율을 묘사하는 것을 돕는다. 이 부

분 역시 드뷔시는 조성적인 모호함을 부가하기 위해 9화음과 pedal

point를 사용했다.

악보 4) MM. 11-15

2연의 시작인 마디 20부터, ‘오! 연약하고 신선한 속삼임이여! 이

지저귐과 바람의 살랑이는 것과 뒤흔들며 숨 쉬는 풀들의 감미로운

외침과 같다.’를 표현하기 위해 점점 극적인 형태를 만들어 가는데,

성악 선율이 상행하며 마디 20에의 완전 4도에서, 마디 23의 완전 5

도, 완전 8도 도약으로 보다 큰 공간을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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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디 22부터 24 역시 바람에 살랑 이는 장면을 묘사하기 위

해 연속적인 7화음의 형태가 등장하고, ‘감미로운 풀들의 외침소리’

를 점점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성악 선율과 반주 선율이 각각 반

음계로 서로 반진행한다.

악보 5) MM. 21-28

마디 29에 이르러 ‘선회하는 물 아래’를 표현하기 위해, 피아노 반주

에서 반음계로 이루어진 네 음(C#-C-B-B♭)이 하행한다. 28마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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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등장한 이 형태는 세 번의 반복(마디 30, 32)을 거치는데, 반복

이 될수록 점점 음폭이 좁아지면서 은밀하고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마디 32에 나타난 성악 선율은 ‘소리 없이 흐르는 조약돌’의

움직임을 2개의 16분음표가 짝을 이룬 순차 하행의 형식에 부드럽

게 흐르는 레가토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마디 29에서 등장하는 G

Major의 V는 시어의 표현을 위해 갑작스러운 분위기 환기를 시켜

주는데 도움이 된다. 30마디의 반음계와 함께 나타나는 화성은 B♭

음을 A#과 이명동음으로 바꾸어 생각했을 때, F#9 화음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은 전조가 아닌 잠시 동안 조를 차용한 것으로 일

상적인 화성 진행에서 벗어나 조성의 모호성과 함께 다양한 색채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을 준다.

악보 6) MM. 29-32

마디 36마디에 이르러 성악 선율에 등장하는 ‘lamente’(탄식)을 표

현하기 위해 드뷔시는 이를 실제로 형상화 시켰는데, 8분 음표 2개

로, 8도 중복으로 이루어진 이 형태는 곡의 끝까지 지속적으로 등장

하여 곡에 통일성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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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MM. 38-41

‘그리고 당신의 것이라고 말하리라’는 시행이 이 곡의 클라이막스

로서, 노래 선율 중 가장 높은 A음으로 mf의 셈여림을 갖는다. 극

적으로 몰아가는 효과를 위해, 성악선율은 이전과 달리 상대적으로

긴 음가로 유지되고, 반주는 당김음을 이용한 리듬 패턴과 탄식

motive를 함께 사용하였다.

악보 8) MM. 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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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의 끝으로, ‘소박한 성가를 부르면서’는 성악 선율에서 동일한

C#과 E음으로 테누토 스타카토가 붙여져 recitativo처럼 표현되는데,

‘속삭이는 듯이’(murmuré)라는 지시어가 붙여져 있다.

곡의 마지막 역시 조성이 확실치 않다. 모호한 느낌을 주기 위해

조표는 여전히 E Major지만, 마디 47부터 49는 C Major의 화성을

차용한 것처럼 보인다. 또한 당김음 리듬과 탄식의 motive를 함께

사용함으로서 리듬적으로 흥미를 유발한다. 점차 느려지며 사라지듯

이(molto rit. e morendo) 표현되었다.

악보 9) MM. 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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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pleure dans mon cœur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네

Comme il pleut sur la ville. 마을에 비가 오는 것 처럼

Quelle est cette langueur 나의 이 우울감은 무엇인가

Qui pénètre mon cœur? 마음에 스며드는

O bruit doux de la pluie, 오! 대지와 지붕위에 떨어지는

Par terre et sur les toits! 부드러운 빗소리여

Pour un cœur qui s'ennuie, 권태로운 마음을 위한

O le bruit de la pluie! 오! 비의 노랫소리여!

Il pleure sans raison 상처입은 마음속에
Dans ce coeur qui s'écœnuie. 이유없이 눈물이 흐르네

Quoi! nulle trahison? 무엇이라고! 배반이 아니라고?

Ce deuil est sans raison. 이 슬픔에는 이유가 없다.

C'est bien la pire peine, 이것은 참으로 무엇 때문인지

De ne savoir pourquoi, 알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이다.

Sans amour et sans haine, 사랑도 미움도 없이

Mon cœur a tant de peine!
나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럽

다.

2) 제 2곡 -「Ⅱ Pleure dans mon coeur 내 마음에 비가 내리

네」

a) 가사내용

15)

b) 시의 재조명 ( 사랑과 증오사이의 고통의 눈물 )

이 시를 통해 베를렌느는 언제나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갈등하였고,

랭보와의 주먹다짐과 부인인 마틸드에게 모욕을 주던 순간을 기억

하며, 사랑과 증오로도 정당화 되지 않는 슬픔에 휩싸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랭보와 함께 살았던 몇 달간의 이유 없는 우울한

자신의 영혼을 담은 시로써, 자아에 대한 방황과 우울감에 빠져 고

15) 강명희 C. A. 드뷔시 연가곡 Ariettes Oubliees 분석연구 2002,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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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감정으로 마음이라는 비인칭 명사가 눈물을 흘린다고 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 시의 구조는 그가 본질적으로 표

현하려 했던 음악적인 시어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 모든 이미지에 우선해서 전달하는 것은 바로 음악성으로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특히 ‘빗소리’라는 시어를 통해 그의 슬픔 대변해

주며, 음악성 있게 표현 하였다. 또한 땅바닥과 지붕위에 떨어지는

(O bruit doux de la pluie)부드러운 빗소리(Par terre et sur les

toits) 는 바로 사물과 자신에게 동시에 떨어지는 근심과 절망, 부재

와 존재 같은 빗방울을 표현 한 것이다.

이 시는 4연4행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연에서 2행만 제외한 나머지

행은 1연 [œr], 2연 [ɥi], 3연 [ð], 4연 [ɛn] 각운을 동일하게 하여

규칙적인 운율감을 조성했다. 또한 1행과 4행의 각운에 동일한 단어

1연 coeur(마음), 2연 pleui(비), 3연 raison(이유), 4연 peine(고통)를

사용하고 모든 연을 6음절로 통일해 규칙적인 운율감을 조성했다.

또한 pleure(울다), pluit(비가 오다), pluie(비), peine(고통)등의 단어

에서 반복하는 [p]발음과 coeur(마음), quoi(무엇), quele(어떤), qui

(～한 사람)의 [k]발음이시 전체에서 되풀이 되는데 이는 반복적인

발음을 통해 시의 운율적 리듬을 살려주고, 한 방울씩 떨어지는 빗

소리를 묘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c) 악곡 분석

제 2곡 「Ⅱ Pleure dans mon coeur 내 마음에 비가 내리네」는

빗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16분 음표 연타 형태와 선법으로 만들어진

motive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곡을 통일시킨다. 각각의 형태는

시의 진행에 따라 중심음을 옮겨 다니며 진행되는데 조성의 변화나

악절의 구분에 따라 곡의 구조를 나누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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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마디 조성 셈여림 빠르기 박자

A

a(1-10)
b(11-18)
link(19-22)
a'(23-30)

g#
 pp
 p
 pp

Modérémente animé
3/4

B
c(31-46)
d(47-54)
link(55-56)

F#
B♭
d

 
 pp
 p

A'
a''(57-71)
coda(72-79)

g#
pp
ppp

 이 곡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2) 「Ⅱ Pleure dans mon coeur 」의 구조

곡의 시작부터 등장하는 16분 음표 연타의 형태는 g# minor의 I에

서 근음이 생략되고, 3음과 5음만으로 이루어진 형태로서 마을에 내

리는 ‘빗소리’를 형상화하고 있다. 3마디부터 4마디 왼손 반주에 나

온 선율이 곡의 motive로서, 제 1곡의 성악선율과 같이 선법을 사용

하였다. D# Aeolian mode이다.

악보 10) MM.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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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Aeolian mode

기본형(반음 위치 2-3, 5-6)

주제에 사용된 형태

7마디 오른손에 등장하는 4분 음표와 2분 음표 형태는 1곡에서 쓰

인 것처럼 ‘나의 이 우울감은 무엇인가’의 우울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한숨과 같은 형태로 쓰여 졌다. 또한 감정의 표현을 위해 성

악 선율 역시 반음계 하행으로 종지한다.

또한 마디 7부터 8까지 등장하는 왼손의 반음계적 하행은 ‘내 마음

에 눈물이 흐르네. 마을에 비가 오는 것처럼’의 시행 표현을 위한

것으로, 화자의 마음에 흐르는 비를 표현하고 있다. 성악선율은 16

분음표의 연타리듬인 반주와는 다르게 우울한 감성을 나타내기 위

해 긴 음가로 레가토가 붙여져 있어 부드럽지만 애상이 있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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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요구된다.

악보 12) MM. 7-9

마디 9에 등장한 E7화성은 g#에서 VI7로 볼 수 있지만, 10마디부

터 17마디까지 N, 즉 A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A의

V7 기능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드뷔시는 원조의 주화성이

아닌, 다른 조의 화성을 긴 시간 차용함으로써 조성감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마디 11의 왼손에 등장한 pedal point는 종래의 딸림음 보강을 위

해 쓰이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는 pedal point를 완전 5도 형태

로 사용함으로써, 비로 인해 안개가 자욱한 외부의 모습을 형상화

하고 있다. 이전의 정적인 선율에서, ‘마음에 스며드는 나의 우울함

은 무엇인가?’를 위해 성악선율은 화자의 우울하고 기복이 심한 감

정적 변화를 드러내기 위해, 단 3도로 시작해 중간 부분에서 완전 5

도로 도약하며, 보다 큰 음폭의 변화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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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MM. 10-12

우울함을 더하기 위해 중간 부분에 F-F#의 반음계가 포함된 ‘마음

에 스며드는 나의 우울함은 무엇인가?’의 성악 선율은 16마디의 피

아노 반주, 왼손과 오른손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곡에 통일성을

더한다.

악보 14) MM.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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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마디부터 22마디까지 이어지는 link는 1-2마디에 등장한 주선율

motive를 사용했다. 왼손과 오른손이 8도로 병진행 하는데, 드뷔시

는 이와 같이 화성 진행이 아닌 8도 병진행을 자주 사용함으로서,

조성감을 약화시키는데 이용하였다.

이 motive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 등장할 때마다 시행의 느낌

표현에 맞도록, 중심음을 옮겨 새로운 화성으로 나옴으로서 단순한

반복이 아닌 곡의 통일성을 부여하는데 도움을 준다.

악보 15) MM. 19-21

마디 25에 이르러 ‘오! 대지와 지붕위에 떨어지는 부드러운 소리여’

는 부드러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성악 선율이 레가토로 이어진

아치 형태를 그린다. 떨어지는 빗물을 묘사하기 위해, 왼손 반주에

스타카토를 붙인 8분 음표를 주었는데, 자세히 보면 이것은 성악선

율과 장 3도위로 병진행 하는 오른손 울림을 에코처럼 따라하는, 빗

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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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MM. 25-27

마디 28마디부터 30까지,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위한 link는 주제

의 앞부분 형태만을 잘라 축소시킨 형태로, C# pedal point위에서

반복되며 31마디의 F#의 I로 진행되는 것이 용이하게 만든다.

악보 17) MM.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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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부터 진행되는 화성의 변화는 원조인 g#로부터 47마디의 B♭에

이르기까지 여러조의 V9화성을 거치며 도달한다. 드뷔시는 원래 3

화음에 3도 간격으로 두 번 더 쌓아 만들어진 9화성을 자주 사용하

였는데, 조성으로부터 벗어나 모호한 느낌을 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

된다. 이와 같은 사용은 해결, 즉 해당 조의 I로 진행해 종지를 이루

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음 조로 이동함으로서 연속적인 사

용으로 인해 어느 조에도 속하지 않는 조성의 뚜렷함을 전혀 느낄

수 없도록 만든다.

다음은 마디 37부터 46까지의 화성 진행 과정을 축약시킨 형태이

다.

악보 18) MM. 37-46 화성 진행 축약 형태

47마디에 이르러 ‘무엇이라고! 배반이 아니라고?’는 이전의 빗소리

가 그친 형태로, 새로운 반주 형태가 등장한다. 시어의 효과적인 느

낌 전달을 위해 연타 리듬이 아닌 고정된 코드 형태로서 등장하는

데, 반주 오른손의 D-D♭의 반음계적 사용으로 우울하고 불안한 마

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성악선율은 이전과는 다르게 레가토로 이어진 선율 형태보다

는, 연극적인 부분을 더욱 살려 독백처럼 표현된다. 한음으로 ‘뭐라

고?’(Qui!) 한 후, 반주와 주고받듯이 서로 나오는 부분을 엇갈리게

해 공백 속에 노래 선율이 더욱 잘 들리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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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MM. 46-49

‘이 슬픔에는 이유가 없다’는 화자의 마음은 p,pp로 더욱 작아지며

테누토 스타카토를 동반해 슬픔을 보다 세밀한 느낌으로 표현하도

록 했다. 빗소리가 멈추고, 반주 형태가 코드 혹은 단선율로 진행됨

으로 성악 선율이 더 돋보이는데, 이로 인해 시인의 내적인 고통을

더욱 부각시킨다.

악보 20) MM. 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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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마디의 A‘는 시작부분의 원조로 돌아온다. ’알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이다‘가 성악 선율에서 주선율 motive로 나오고, 피아노 반주는

이를 보강하기 위해 ’눈물‘ motive를 감 5도 병진행으로, 하행시킴으

로서 최악의 고통을 강하게 표현한다.

악보 21) MM. 57-59

65마디에 이르러 ‘나의 마음은 너무도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다’를

표현하기 위해, 빗소리를 멈추고 정적인 분위기 표현을 위해 반주에

변화가 생긴다. 고통스런 마음을 나타내는 듯 선율 역시, F-F#-C#

으로 반음계 후 갑작스런 도약을 포함하고 있고, 이전의 연타리듬의

빗소리 형태와는 다른 반주의 화성 형태가 유지된 긴 음가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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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MM. 63-66

너무나도 많은 고통이기 때문에 드뷔시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

두 가지 장치를 해두었다. 하나는 음의 길이로 표현하는 것인데, 성

악 선율에서 이전과는 달리 긴 음가를 유지함으로서 ‘고통의 무게’

를 표현했다. 또, 3마디에 거쳐 유지되던 C#에서 갑작스러운 D#으로

의 낙하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 단어인

‘고통’을 끝으로, 반주에서 주선율이 등장하는 coda로 곡은 마무리를

짓는다.

악보 23) MM. 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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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뷔시는 곡의 조성감을 흐리기 위해 여러 가지 조를 옮겨 다니며

화성을 배치한 것은 물론, 곡의 끝부분 종지마저도 다른 방식을 선

택했다. 3음이 생략된 불완전 형태의 종지인데, 이는 으뜸음과 5음

만으로 쌓아져 화성의 색깔을 뚜렷이 구분할 수 없게 만듦으로서,

안정적인 조성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쓰인 ‘인상주의’적인 방식

이다.

악보 24) MM. 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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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mbre des arbres dans

la rivière embrumée

물안개가 자욱한 시냇물 속에

서 나무들의 그림자가

Meurt comme de la fumée, 연기처럼 사라져간다.

Tandis qu'en l'air, parmi

les ramures réelles,
공중에서는 진짜 나뭇가지 속,

Se plaignent les tourterelles. 산비둘기들이 탄식하고 있다.

Combien, ò voyageur,

ce paysage blême

나그네여 이 어슴푸레한 풍경

이 얼마나

Te mira blême toimême
많이 당신 자신을 창백하게 비

추었는가.

Et que tristes pleuraient

dans les hautes feuillées,

그리고 높은 나뭇잎들에서 얼

마나, 슬프게 울었는가

Tes espérances noyées!
물에 빠진 희망이여!

3) 제 3곡 - 「L'ombre des arbres 나무들의 그늘」

a) 가사내용

16)

b) 시어의 재조명 ( 방황하는 마음 )

이 시에서는 베를렌느의 방황하는 모순적인 심리를 찾아 볼 수 있

다. 그는 희망과 환열, 사랑과 증오의 형언할 수 없는 심리적 체험

들 사이에서 시를 통해 표현했다. 희망을 잃어버린 모습의 산비둘기

의 탄식은 나그네의 모습과 상응한다. 나그네(voyageur)는 현대인

의 모습으로써 물안개가 자욱한 시냇물(la rivière embrumée)위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시어에 보여주며 만질 수 없는 것, 덧없이 사

16) 강명희 C. A. 드뷔시 연가곡 Ariettes Oubliees 분석연구 2002 ,p 41



- 39 -

형식 마디 조성 셈여림 빠르기 박자

A
a(1-6)
b(7-10)

C#

pp

Lent et Triste
3/4

A'
a'(11-20)
c(21-31)

p
pp
p

라지는 것으로 표현한다. 그는 물의 반사되는 순간에 대한 거울에

현대인 혼란스러운 심리상태를 반영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시는 2연 4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운의 구조는 각 연마다

1-2행 3-4행이 1연 [e][l] 2연이 [m][e]로 같은 운율감을 사용한다.

또 11음절과 7음절을 번갈아 기수음절을 사용함으로 시어의 모호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c) 악곡 분석

총 31마디로 비교적 짧은 길이를 가지고 있는 제 3곡은 C#의 조성

을 갖지만, 이를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작

품이다. 화성적인 관계나 음계의 변화, 반음계적 동형진행을 통한

감정의 극대화가 그 예시이며, 안개가 자욱한 강가를 배경으로 물에

빠진 희망을 보며 우는 시인의 애처로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 곡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3) 「L'ombre des arbres 」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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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마디에 서주에 등장하는 반주 형태는 곡의 주 motive이다. 오

른손의 8도 병행진행 화음은 3음이 생략된 형태로, 화성을 알 수 없

게 만들어 조성적인 모호함을 유도한다. 또한 내성의 E#은 점차 반

음계 적으로 하행하는데 E#-E-E♭-D를 거친다. 이러한 반음계적

하행진행과, 3마디 성악선율에서 C#의 으뜸음이 아닌 3음, 즉 E#의

지나친 강조, 1-2마디 왼손의 증 4도 베이스 선율선은 안개가 자욱

한 강 속의 나무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온다.

이러한 착각은 드뷔시가 조성이 모호해지도록 사용한 위의 장치들

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위해 성악 선율은 물안개가 자욱한 시냇물 속의 나

무 그림자들처럼, 반복되는 단음 E#에 테누토를 붙여 물속으로 깊이

잠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상을 주며 노래를 시작한다.

악보 25) MM. 1-3

3-4마디에서 동일하게 반주 motive의 반복을 거쳐, ‘나무그늘의 그

림자가 연기처럼 죽어간다’를 표현하기 위해, 성악 선율은 5마디부

터 6마디까지 천천히 하행한다. 이때 등장하는 피아노 반주의 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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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을 주목해야한다. 급작스러운 sf부터 p, pp가 번갈아 나오는데, 이

는 안개 낀 강가에서 잠깐씩 보였다가 사라지는 나무의 모습을 표

현하고 있다.

또한 7마디 반주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는 5음 음계(C#, D#,

F#, G#, A#)를 사용했다. 본래 5음 음계는 동양에서 주로 사용되었

지만, 드뒤시는 뚜렷한 주종관계가 없이 5개의 음이 모두 동등한 지

위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원래의 조성을 흐트러뜨

리기 위해 사용했다.

악보 26) MM. 4-7

‘공중에서는 나뭇가지 속 산비둘기들이 탄식하고 있다.’를 끝으로 1

부분이 끝나기 때문에, 종지를 위해 반복되어 사용된 motive의 뒷부

분을 변형시켰다. 본래의 내성 반음계 형태가 나와야 하는 9마디에

서 이를 변형시키고, D Major의 화성을 차용하여 ii-V-I로 종지한

다. 주로 반음계 진행을 사용하며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갑작

스러운 베이스 선율의 5도 하행은 종지를 위한 임시방편이다. 성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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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 역시 갑작스럽게 C#에서 F# 음으로 완전 5도 하행한다. 비둘

기가 탄식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화자의 우울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

해 pp의 셈여림으로 테누토가 붙는다.

또한 이와 반진행으로 오른손의 밑성부가 G-C#-B#으로 증 4도 진

행하는데, 이것은 마디 1 오른손의 motive(A#-B-E#)를 역행, 전위

한 것이다.

악보 27) MM. 9-12

‘그대 자신을 얼마나 창백하게 비추었던가’를 지나,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그리고 높은 나뭇가지들에서’에 도달하기까지, 반음계적인

동형진행 형태가 사용되었다. 8도 병행 화성으로, 반주의 음역이 계

속 높은 곳으로 이동하며, 점점 커지면서 빠르게 몰아간다

(crescendo un poco string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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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마디의 ‘그리고’(Et)에 해당하는 성악 선율의 A#은 이 곡의 가장

높은 음으로서, 정박에 쉼표가 있어 여린내기로 시작하는 p이지만,

반주부의 급작스러운 sf가 그 빈곳을 채워 감정을 더욱 극대화 시킨

다.

악보 28) MM. 18-21

‘그리고 높은 나뭇잎들에서 당신의 물에 빠져 사라져버리는 희망을

슬프게 울었던가’중 ‘물에 빠진’(noyées) 시어가 노래 선율의 가장

마지막에 해당된다. 드뷔시는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강박

을 쉬고 반 박자 늦은 8분음표로 시작한다. A#에서 갑자기 상승, 감

7도 위인 G의 긴 음가를 지나 다시 A#으로 뚝 떨어지는 형태는 반

주부의 당김음과 함께 여운을 남긴다. 테누토 스타카토가 붙은 반주

의 당김음 리듬형태는 점점 작아지며, 서서히 물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형상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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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디 29의 셋째 박부터 피아노 오른손에서 시작되는 E#음의

강조로 조성의 모호함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곡의 처음 시작부터 의

도된 것으로 오히려 이러한 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곡에 통일성

을 주어 안정적으로 만든다. 또한 종지 역시 9마디에 사용되었던 것

과 유사한 방법으로 5도권 하행을 거쳐 정종지한다.

악보 29) MM.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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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nez, tournez,

bons chevaux de bois,

돌아라, 돌아라 아름다운

목마여

Tournez cent tours tournez

mille tours,

백 번을 돌아라, 천 번을

돌아라

Tournez souvent et

tournez toujours,
계속 돌아라, 영원히 돌아라

Tournez, tournez au son

des hautbois

돌아라, 돌아라, 오보에

소리에 맞추어

L'enfant tout rouge et la

mère blanche,

붉은 빛 얼굴의 아이와

창백한 어머니

Le gars en noir et la fille

en rose,

검은 옷의 소년과 분홍빛

옷의 소녀

L'une à la chose et l'autre

à la pose,
마음에 드는 대로 잡아타고

Chacun se paie un sou

de dimanche.
호기 있게 내는 일요일의 돈.

Tournez, tournez, Chevaux

de leur cœur,

돌아라, 돌아라, 그들의

마음의 목마들,

Tandis qu'autour de tous

vos tournois
그대들의 기마전 주위에서는

Clignote l'œil du filou sournois,
음흉한 소매치기의 눈이

빛나고,

Tournez au son du piston

vainqueur!

돌아라. 승리의

금관악기의 소리에!

C' est étonnant comme ca

vous soûle

이것은 불가사의, 이런 일이

그대를 취하게 하다니

4) 제 4곡 - 「Chevaux de Bois 목마」

a) 가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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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er ainsi dans ce cirque bête!
어리석은 곡마로 이렇게

가는것이

Rien dans le ventre et maldans

la tête,

뱃속은 텅 비고 머릿속은

어지러워

Du mal en masse et du bien

en foule.

엄청난 불쾌감과 재미를

느끼며

Tournez, dadas, sans qu'il

soit besoin
돌아라 말들아.

D'user jamais de nuls éperons 당신의 말에게 돌도록

Pour commander àvos

galops ronds:

명랑한 막차를 사용할

필요도 없이

Tournez, tournez, sans espoir

de foin.

돌아라. 돌아라. 건초를

기대하지 말고

Et dépêchez, chevaux

de leur âme

서둘러라. 그들의 영혼의

말이여

Déjà voici que sonne à la soupe 이제 저녁 종소리가 울린다.

La nuit qui tombe et chasse

la troupe
밤이 내리고

De gais buveurs que leur

soif affame.

목마르고 즐거운 술꾼

무리를 뒤쫓는다.

Tournez, tournez! Le ciel

en velours

돌아라! 서서히 황금빛

천체로 옷을 입는

D'astres en or se vêr lentement. 벨벳 같은 하늘이 드리운다.

L'èglise tinte un glas tristement.
슬픈 죽음을 알리는 종을

울린다.

Tournez au son joyeux

des tambours, Tournez

유쾌한 북소리에 맞추어

돌아라.
17)

17) 강명희 C. A. 드뷔시 연가곡 Ariettes Oubliees 분석연구 2002 ,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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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시어의 재조명 ( 시선 환기와 색다른 시선 )

이 시는 시적화자가 방황하던 여러 가지 인상으로써 현기증을 회전

목마라는 주위의 환경에 시선을 환기하고 있다. 이 시는 벨기에에

있는 작은 마을의 장날을 배경으로, 그가 랭보와 길을 산책하던 중

유원지에서 회전목마를 탄 후 쓴 시이다. 그는 빠르게 돌아가는 회

전목마에 재미를 느끼지만 마음속의 외로움과 가난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나, 회전목마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힘든 상황을 잠시 잊으

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에서 나타난 붉은 빛 얼굴의 아이와 창백

한 어머니, 검은 옷의 소년, 분홍빛의 소녀 그리고 음흉한 소매치기

의 눈짓은 그 베를렌느 자신과, 랭보와 도망친 이후 그를 찾으려 마

틸드와 함께 나타난 어머니, 어린 소년 랭보, 마틸드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주위의 환경적인 요소로 그의 복

잡한 심리를 환기하려 묘사되었다.

이 시는7연 4행으로 각운의 구조는 1-4행과 2-3행이 1연[wa][ur] 2

연 [ʃ][z] 3연 [œr][wa] 4연 [ul][et] 5연 [w˜ɛ][ð] 6연 [am][up] 7연

[ur][ã]의 발음으로 같고 각 연이 9음절로써 기수음절을 사용해 회전

목마의 유동성, 내면의 불안감을 나타내었다.

c) 악곡 분석

회전목마를 타는 사람들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 곡

은 총 6부분, 102마디의 긴 길이를 갖고 있다. 유절가곡과 통절가곡

이 합쳐진 형태를 갖고 있어, 일반적인 가곡과 형식 구성에 있어서

도 차이를 보인다. 드뷔시는 회전목마가 돌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트릴이나 리듬, 박자, 화성, 폭넓은 셈여림 등 여러 가지 장치

를 이용해 음색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냈다. 시에 따른 시어의 표

현이나 시간의 흐름 역시 각각의 motive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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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마디 조성 셈여림   빠르기 박자

A

전주(1-8)
a(9-12)
a'(13-16)
b(17-26)

E

C

ff
f
mp, mf, ff
p, f, ff

Allegro non tanto

2/4

A1
a(27-30)
a'(31-34)
간주(35-38)

E♭
mp
p
p

2/4
4/4
2/4

B 39-50 B mp, p
2/4
4/4
2/4

A2
a(51-54)
a'(55-58)

G f
2/4
4/4

C
c(59-64)
d(65-78)

E♭
f
p

2/4

A3
a''(79-90)
e(91-102)

E
ppp
p

2/4

이 곡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4) 「Chevaux de Bois 」의 구조

왼손에 등장하는 트릴은 회전목마의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표현

한 것이다. 오른손의 액센트, 스타카토를 동반한 motive는 F#의

Dorian 선법으로 E Major이지만 A#의 트릴, 지속음을 갖고 성악선

율 역시 선법이기 때문에 E의 조성이 느껴지지 않고 F#이 중심으로

들리도록 유도한다. 또한 액센트와 스타카토를 이용한 articulation의

세분화로, 기계가 돌아가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목마의 모습

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리듬 역시 셋잇단음표와 8분 음표를 같이

사용해 3:2 형태를 띠는데, 움직이기 시작하는 회전목마의 속도를

형상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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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MM. 1-5

마디가 지나며 오른손에 점점 화음이 쌓아져 가는데 이는 마치 운

동의 가속도처럼, 목마에 속도가 붙어 본격적으로 달려 나가는 모습

을 표현한 것이다.

9마디에서 달라진 반주 리듬 패턴은 가속도가 붙어 빨라진 목마의

회전 속도를 앞의 8분음표에서, 32분음표로 리듬을 달리해 나타냈

다.

성악 선율에 등장하는 ‘돌아라’(Tournez)의 시어를 표현하기 위해

선율에는 모든 음 위에 강한 악센트와 함께 붓점의 형태로 리듬을

강조했고, 반주의 오른손은 이를 보조하며 32분음표로 둥근 아르페

지오 형태를 띤다.

악보 31) MM. 6-9



- 50 -

돌아가는 회전목마는 반음계적인 음계 진행으로도 표현이 된다. 마

디 11-12에서 성악 선율을 중첩하여 반음계적 상행진행을 한다. 이

부분의 성악 선율 역시, ‘돌아라’ 시어를 갖고 있다. 계속해서 반복되

는 ‘돌아라’의 형태는 반음계로 음들이 상행하고, p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커지면서 세 번의 반복을 거쳐 4번째 ‘돌아라’(마디 13)에서 f

의 셈여림으로 표현이 극대화 된다.

악보 32) MM. 10-12

마디 16에 이르러 ff까지 커진 셈여림은 17마디의 pp와 극적인 대

비 효과를 갖는다. 이전의 악절을 마무리하고 17마디의 노래 선율

은, 앞 연의 ‘돌아라’와는 다르게, 회전목마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사

람들에 대한 묘사로 시작된다. 작게 읊조리듯이 시작하는 노래 선율

의 앞 연의 악센트가 붙었던 ‘돌아라!’와 무척 대조적이다.

17마디 반주의 오른손은 이전과 동일한 형태지만, 왼손의 화성은

조성이 바뀌면서 앞부분과 차별성을 갖는다. 성악 선율과 반주의 왼

손은 서로 반진행 하는데 계속되는 반복을 통해 이러한 진행은 점

점 극대화되어 마디 24에서 f로, 절정에 이르게 된다. 17마디의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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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어우러지는 p의 선율진행은 회전목마를 타기 위해 값을 전부 치

룬 사람들이 느끼는 흥분감과 놀이기구를 타는 이들을 바라보는 사

람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악보 33) MM. 16-18

또한 가사에서 각각 빨간색(rouge), 하얀색(blanche), 검은색(noir)

의 아이가 등장하는데 같은 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각각의

articulation을 달리해 색깔의 차이에 따라 구분 지었다. 빨간색 아이

는 악보 33의 17마디에서 볼수 있듯이 p와 crescendo, diminuendo가

함께 나타나고 뒤이은 하얀색 아이는 스타카토와 액센트로(악보 34

참조), 마지막 검은색 아이는 스타카토와 레가토를 붙인 셋잇단음표

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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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MM. 17-21

24마디의 절정의 시작으로, 25마디는 ff의 셈여림을 갖는다. 반주

오른손의 악센트가 붙은 글리산도로 연주하는 화성은 마치 회전목

마의 출발 신호처럼 느껴지고, 왼손의 3도 간격 트레몰로는 회전목

마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이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나타

낸다. 27마디는 E♭조로 바뀌어 9마디에서 나왔던 a형태가 다시 반

복된다. 노래 선율 역시 ‘돌아라’의 motive로 시작되며 동일하나, 앞

의 활기찬 모습과는 다르게 목마를 타는 이들의 모습 너머 소매치

기에 대한 묘사를 하기 앞선 부분이기 때문에 mp로 dynamic을 대

폭 줄여 시작한다.

악보 35) MM. 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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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9에 등장하는 반음계를 이용한 노래 선율의 상행 진행은 이

전의 11,12마디에 등장한 것과 쓰임이 동일하다. 31마디에 등장하는

지시어는 diserétement(조심성 있게)인데 ‘음흉한 소매치기의 눈이

눈짓한다’는 시행을 표현한 것이다. 노래 선율의 악센트 역시 ‘돌아

라’ 때와는 다르게 악센트가 두 번째 박에만 붙고, 앞의 강박은 p로

스타카토만이 붙어 조심스러움을 묘사한다.

29마디부터 30마디까지 반음계적 상행과 함께 crescendo되지만, 31

마디는 지시어와 시어로 인해 음량을 더 줄여 노래 선율은 p, 반주

는 pp로 시작한다.

악보 36) MM. 29-31

33마디의 ‘돌아라 승리의 금관악기의 소리에!’는 금관악기를 형상화

한 왼손의 선율이 스타카토, 악센트와 함께 점점 커져가며(molto

crescendo) 박진감 넘치게 다음 부분으로 이동한다. 노래 선율 역

시 이전과 같이 반음계적 상행 진행하며 강한 어조의 표현을 위해

악센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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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 MM. 32-34

마디 39에서, ‘이 우둔한 목마를 타는 데에 도취되는 당신이 놀랍

다’를 표현하기 위해 드뷔시는 왼손의 한 성부에 트릴을 지속음처럼

유지시켜 빙빙 도는 모습을 형상화 했다. 또한 반음계적으로 상행하

는 음계를 통해 하늘로 점점 시선이 올라가고 있다. 성악 선율 말하

듯이 표현하기 위해 반음계적인 단음 혹은 두 개의 음으로 선율을

구성하고, 스타카토와 약박에 테누토나 악센트 등 강조를 둠으로서

점점 목마에 도취되어져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악보 38) MM. 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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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나오는 43마디의 갑작스러운 증 4도 하강 노래 선율 역시

목마로 인해 어지러워 괴로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강박에 스타

카토를 붙이고 약박에 액센트를 붙임으로서 정형화된 박자에 붙는

agogic accent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악보 39) MM. 43-46

마디 59에 이르러 Tempo ritenuto poco a poco(점점 느리게)가 등

장하면서 밤이 내리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왼손의 A♭은 pedal

point로서 어둑어둑해지는 밤을 상징하고, 그와 함께 바로 곁에서

울리는 8분음표의 B♭은 ‘이제 저녁 종소리가 울린다’의 ‘저녁 종’을

상징한다.

성악 선율 역시 어두워지는 밤의 분위기로 바뀌며, 앞의 스타카토

혹은 악센트가 주로 붙어있던 선율 형태에서 벗어나 레가토가 붙어

보다 선율적으로 노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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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 MM. 60-62

이처럼 어둠이 내리는 분위기는 다른 방식으로도 형상화 될 수 있

는데, 67마디가 그 예이다. 성악 선율이 D로 길게 끌어주는 동안,

반주의 베이스 선율이 F#-D-B♭-F#(G♭)으로 단 3도씩 하강함으로

써 점차 어둠이 내리는 분위기를 형상화한다.

악보 41) MM. 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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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69마디는 C Major로 시작되지만, 계속 반음계적인 화성이 사

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성이 존재하는 의미가 없다. 반주 왼손에 등

장하는 반음계 상행 진행(C#-D-D#-E)은 ‘밤이 내리고 목마른 즐거

운 술꾼 무리를 뒤쫓는다’에서 ‘뒤쫓는’모습을 형상화 한다. 성악 선

율 역시 반음계적 진행과 함께 4분음표, 8분음표, 셋잇단음표로 리

듬의 음가가 점점 좁아지면서 긴박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악보 42) MM. 69-71

처음의 템포보다 2배가 느려져서(le double plus lent) 시작하는 마

디 78의 A3 부분은 점점 멈춰져가는 회전목마의 모습을 나타낸다,

왼손의 트레몰로는 이전의 등장했던 것과 달리 느린 템포 안에서의

덜그덕 거리는 소리로, 가속도가 붙은 목마의 모습과 반대된다. 오

른손의 글리산도가 붙은 코드가 지속적으로 약박에서 무게 중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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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 주고 있다. 성악 선율은 이전의 ‘돌아라’ motive와 대조적으로,

pp의 셈여림으로 악센트와 스타카토가 빠지고 레가토만으로 이어져

서 진행된다.

또한 앞의 부분과는 달리 반주부의 음역대가 높은데, 이것은 ‘서서

히 황금빛 전체로 옷을 입는 벨벳 같은 하늘이 드리운다’를 형상화

한 것으로, 하늘을 표현하기 위해 반주의 음역대를 높인 것으로 보

인다.

악보 43) MM. 78-82

마디 85에 이르러 목마가 천천히 멈추고, 교회의 저녁 종소리와 나

팔소리가 번갈아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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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 MM. 83-87

여러 번의 반복을 거쳐 긴 노래를 끝내고 마디 91에 이르러 ‘즐겁

게 치는 북소리에 맞추어 돌아라’에서 잠깐 처음 템포로 돌아갔다가

결국 돌아가지 않는 목마처럼 서서히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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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 des fruits, des fleurs,

des feuiles et des branches,

여기 과일들과 꽃들, 나뭇잎

들, 그리고 나뭇가지들이있다.

Et puis voic mon coeur qui

ne bat que pour vous.

그리고 당신을 향해서만

고동치는 나의 마음이 있다.

Ne le déchirez pas avec cos

deux mains blanches,

당신의 하얀 손으로

나의 마음을 찢지 마오

Et qu'à vos yeux si beaux

l'humble présent soit doux.

그렇게도 아름다운 당신의

눈에 이 소박한 선물이

다정하게 보였으면.

J'arive tout couvert encore

de rosée

나는 아침 바람이

나의 이마를 차갑게 얼어버린

Que le vent du matin

vient glacer à mon front.
이슬로 여전히 덮힌 채 왔다.

Soufrez que ma fatigue,

à vos pieds reposée,

쉬고 있는 당신 발 앞에서

나의 피로를 풀게 하라.

Rêve des chers instants

qui la délaseront.

휴식하게 될 사랑스러운

순간의 꿈을 꾸며

Sur votre jeune sein,

laisez rouler ma tête,

당신의 젊은 가슴 위에

당신의 마지막 입맞춤 소리

Toute sonore encore

de vos derniers baisers;

아직도 울리고 있는

나의 머리를 묻게 하라.

Laisez la s'apaiser

de la bone tempête,

그것을 사랑스런 폭풍으로

진정하게 하라.

Et que je dorme

un peu puisque vous reposez.

그리고 당신이 쉬는 동안

나는 잠시 잠들리라.

5) 제 5곡 - 「Green 초록」

a) 가사 내용

18)

18) 강명희 C. A. 드뷔시 연가곡 Ariettes Oubliees 분석연구 2002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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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시어의 재조명 ( 정열적인 청년의 사랑 )

이 시는 차가운 아침 바람이 부는 날 사랑하는 이에게 줄 소박한

선물(과일, 꽃, 나뭇잎,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연인에게 사랑을 구하

는 정열적인 청년의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시의 제목 Green이

란 제목은 순진하고 청순한 사랑을 상징하고 있다.

그는 (Ne le déchirez pas avec cos deux mains blanches) 당신의

하얀 손으로 나의 마음을 찢지 마오라는 시어를 통해 혹시 연인이

자신이 내민 소박한 선물을 좋아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과

(J'arive tout couvert encore de rosée Que le vent du matin vient

glacer à mon front) 나는 아침 바람이 나의 이마를 차갑게 얼어버

린 이슬로 여전히 덮힌 채 왔다. 라는 시어를 통한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을 드러내었다.

이 시는 3연 4행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연마다 1-3행 2-4행의 각운

이 1연 [ʃ][u], 2연 [e][õ] 3연 [t][e]의 발음으로 동일하게 사용하여

운율감을 주었고

3연 4행으로 이루어진 이 시는 1행의 1음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12

음절의 전통적인 우수음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는 내면의 불안함

을 부각시키는 기수음절이 갖는 행은 줄이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안정적 느낌을 주는 우수음절19)을 통해 희망과 열정을 표현하고 있

다.

c) 악곡 분석

소박한 선물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에게 달려가는 시인의 흥분되는

감정과 두근거림을 표현한 곡이다. 이를 위해 8도 병행으로 구성된

19) 한 시행에서 음절 수가 10.12음절과 같은 짝수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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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마디 조성 셈여림 빠르기 박자

A
a(1-12)
b(13-23)

G♭
pp
P

J o y e u s e m e n t 
animé 6/8

B
c(24-31)
d(32-39)

D♭ p

A'
a'(40-49)
e(50-58)

G♭
p
pp

Andantinon

아치 형태의 motive를 사용하였고, 다양한 리듬의 혼재와 템포의 변

화 등을 통해 고동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총 58마디로 3부분의 형식을 갖는다.

이 곡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5) 「Green」의 구조

마디 1과 2는 이 곡을 이끌어가는 주 motive이다. 오른손에 등장하

는 아치 형태의 8분음표 2개로 이루어진 8도 병행화음의 상,하행 반

복선율은 가볍게 살랑이는데(leggierissimo)인다. 또한 왼손의 내성

은 반음계적 상행(E♭-F♭-F)진행을 하고, 왼손의 2잇단음표와 맞

물리는 오른손의 3박자 형태의 리듬 조합은 헤미올라의 특성을 부

각시킨다.

이와 같이 반음계적 진행으로 인해 조성이 불분명하고, 3:2 리듬의

조합으로 인한 모호함은 사랑하는 이에게 소박한 선물을 주기 전

시인의 흥분되는 감정과 두근거리는 감정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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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5) MM. 1-4

5마디부터 등장하는 성악 선율은 아치형태를 그림으로서, 사랑하는

이에게 달려가는 시인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9마디와 10마

디에 나오는 8분음표와 점 4분음표의 조합은 슬러 스타카토와 테누

토 스타카토가 결합되어 고동치는 마음을 표현한다.

악보 46) MM.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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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선물이 마음에 안 들까봐 걱정하는 시인의 마음은 ‘그것을

찢지 말라. 당신의 새하얀 손으로’라고 말한다. 선물에 대한 걱정 반,

연인에 대한 애정 반의 마음을 갖고 있듯이 작곡가는 이 부분(마디

13-14)을 노래선율에서 온음계와 반음계의 조합으로 나타내었다. 또

한 반주의 내성에 지속적으로 하행하는 반음계를 울림으로서, 걱정

하는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악보 47) MM. 11-15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8도 병행이 반복되며 설

레는 마음을 나타낸 motive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17마디에 이르러

잠시 멈춘다. 연인의 아름다움(beaux)과 온화함(doux)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다른 장치의 방해 없이 노래 선율의 발음이

돋보이면서, 반주의 지속음이 정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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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8) MM. 16-20

설레는 마음을 표현한 motive로 진행되던 반주는 24마디에 이르러

반주 유형이 변화되면서, 다른 패턴이 등장한다.

‘나는 아침 바람에 이마에서 얼어버린 이슬을 지닌 채 도착했다’를

표현하기 위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형태의 동형진행이다. 분산화음

과 같은 이 형태는 내리는 이슬을 형상화 하고 있으며, 26마디부터

27마디 16분음표의 연속인 아르페지오 형태는 온음음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이슬이 묻어나는 아침 바람을 형상화한 것처럼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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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9) MM. 25-28

마디 32에서는 이보다 더 정적으로 멈추는, 코드 진행으로 반주가

바뀐다. Un peu retenu(조금 늦춰서)의 지시어로 인해 템포가 변하

는데 이것은 ‘쉬고 있는 당신 발 앞에서 나의 피로를 견디리라, 휴

식하게 될 사랑의 꿈을’이란 시행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왼손에

서 지속되고 있는 5도 병행화음은 사랑하는 이로 인한 주는 포근함

과 편안함을 상징한다. 이러한 pedal point를 발판으로 노래 선율은

이전보다 더욱 음폭이 넓어진 도약을 한다.

악보 50) MM. 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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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roses étaient toutes rouges, 장미들이 아주 붉고

Et les lieres étaient tout noirs. 담쟁이 넝쿨들은 아주 검다.

Chère, pour peu que

tu te bouges,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움직이면

Renaisent tous mes désespoirs.
나의 절망들이 모두

다시 태어난다.

Le ciel était trop bleu,

trop tendre,

하늘은 너무도 푸르고

부드럽다.

La mer trop verte

et l'air trop doux.

바다는 너무 푸르고

대기는 너무 달콤하다.

Je crains toujours, 나는 언제나 두렵다.

ce qu'est d'atendre!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이.

Quelque fuite atroce de vous. 당신이 인정 없이 달아날까

Du houx à la feuile vernie
호랑가시나무의 윤기나는

잎에, 빛나는 화양목에

Et du luisant buis, je suis las,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들판과

Et de la campagne infinie,
그리고 모든 것에

나는 지쳐버렸다.

Et de tout, fors de vous, hélas! 당신만을 제외하고 아!

6) 제 6곡 - 「Spleen 우울」

a) 가사내용

20)

20) 강명희 C. A. 드뷔시 연가곡 Ariettes Oubliees 분석연구 2002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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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시어의 재조명 ( 절망적 사랑과 근심 )

이 시는 절망적 사랑과 그 사랑을 포기해야하는 근심을 나타내었다.

이 시를 통해 베를렌느의 괴로움의 대상인 랭보 혹은 마틸드에 대

해, 그리고 연인에 대한 절망과 불안감을 솔직히 표현하며, 모든 관

계는 자연의 흐름처럼 순간이라는 공허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랑

하는 사람을 제외한 어떠한 것도 권태롭고 지친 심정을 대신 해 줄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가 장미와 담쟁이를 붉고 검게 표현하

는 상징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시는 6연 2행으로 구성 되었는데 1연-2연, 3연-4연, 5연-6연 이

짝을 이루어 각운이 1연-2연 [ʒ][wa;r] 3연-4연 [r][u] 5연-6연 [j][a]

발음으로 반복적으로 번갈아가며 사용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자연

에 대한 권태로움과 시인의 내면을 대구법21)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c) 악곡 분석

비교적 짧은 34마디의 곡으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권태

롭고 지루한 화자의 감정선이 점점 연인에 대한 열정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시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는 화자의

감정 변화를 셈여림의 변화나 선율의 상·하행 진행, 화성의 변화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곡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1)  뜻이 상대되는 말이거나 어조가 비슷한 문구를 나란히 두어 문장의 변화와 안정
감을 주는

표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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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마디 조성 셈여림 빠르기 박자

A
a(1-8)
b(9-13)
c(14-17)

 f

 B

P
pp

Lent 3/4

B
d(18-21)
e(26-31)
coda(32-34)

 f

p
f
ff
pp

표 6) 「Spleen」의 구조

1,2 마디의 오른손에 등장하는 주요선율은 곡 전체에 계속 반복되

어 등장한다. ‘장미들이 아주 붉고 담쟁이넝쿨들은 아주 검다.’는 시

인의 말을 레치타티보처럼, 한음으로만 지속해서 각각의 음에 테누

토 스타카토를 붙였다. 이로 인해 음들은 ‘자연의 지루함’을 권태롭

게, 그저 열거하듯이 말하게 된다.

악보 51) MM. 1-5

9마디에 Con moto(움직임을 가지고)가 붙는 이유는 가사와 관련

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인다면’에서 ‘몸

을 움직이는’ 장면을 묘사하기 위함이다. 앞의 정적인 분위기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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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반주의 왼손 역시 당김음 리듬으로 움직임을 유도한다.

악보 52) MM. 6-10

시인의 마음과 대조되는, ‘하늘은 너무도 푸르고 부드럽다. 바다는

너무 푸르고 대기는 너무 달콤하다.’를 표현하기 위해 반주는 조성

의 변화와 함께 다른 조의 화성을 잠시 차용한다. 14마디 B Major

의 vii7로 시작된 첫박, 둘째박의 V7을 지나 15마디는 D Major의

V7이다. 5도권이 아닌, 단 3도 관계에 있는 조성을 빌려옴으로서 조

성의 모호함을 가져온다. 성악 선율 역시 반음계적 진행을 응용해

노래에 분위기를 더한다.

악보 53) MM.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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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언제나 두렵다. 이것이 기다림의 결과이다’는 두려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19마디 성악 선율에서 증 4도와 반음계 진행을 보인

다. 상대방이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초조함을

20마디에서는, 32분음표 반음계적 선율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악보 54) MM. 18-20

‘호랑가시나무의 윤기나는 잎에, 빛나는 화양목에.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들판’을 열거하며 점차적으로 분위기가 고조되어진다. 주제

선율을 바탕으로 셋잇단음표의 반주 음형은 보다 동적인 움직임을

부여하고, 점차 커져가는 성악 선율의 음폭 변화 역시 보다 진행을

활기차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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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5) MM. 21-24

마지막 시행인 ‘그리고 나는 모든 것에 지쳐버렸다.’에 이르러 고조

는 점차 최고조에 이른다. ‘당신만을 제외하고’는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마지막 탄식소리까지 3마디 동안 f에서 p까지 가는 극적

인 변화를 겪는다. ‘그리고 당신만을’에 해당되는 악절의 시작은 f의

셈여림에 강한 액센트까지 더해져 이 곡의 가장 높은 음인 B♭에서

더욱 강조된다. ‘제외하고’는 앞의 선율에서 끊어진 분리된 형태로,

중간의 쉼표를 통해 지나오며 상대적으로 dynamic이 줄어들어 있

다. 마지막의 한숨 같은 마무리는 molto rallentando가 붙어 있어 더

욱 우울한 감성을 처지게 표현한다.

노래 선율과 함께 반주에 등장한 28마디의 주제 선율은 두 번의

반복을 더 거치고, 34마디에 이르러 완전한 i도 형태로 사라지듯이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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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6) MM. 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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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연가곡집 <Ariettes oubliées>은 드뷔시가 통규범시대에

서 벗어나 자신만의 새로운 작곡 세계를 구축하여 인상

주의 음악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연가곡집이다.

이 연가곡은 비단 드뷔시의 천재적인 음악만으로 완성

된 것이 아니라 상징주의 시인 베를렌느의 동성애적 사

랑과 불행한 삶 뒤에 탄생한 아름다운 시어가 있었기에

프랑스의 인상주의 음악이 자리매김을 하는데 기여하였

음을 확신한다.

본 논문은 연가곡 <Ariettes Oubliées>의 여섯 곡을 재

조명과 악곡분석을 분석하여 드뷔시가 베를렌느의 시어

를 통해 얼마나 적절히 새로운 기법의 음악적 장치로 표

현을 하였는지 알아볼 수 있다.

연가곡 <Ariettes Oubliées>의 시인 베를렌느의 시어는

사물의 본질과 자연의 묘사에 따라 그들의 감정을 상징

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시어에서 음악적인 효과를 갖고자

음절수와 각운의 반복을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운율적인 형식이 자유로워 음악성을 강조하였다.

그에 드뷔시는 이전의 낭만적이고 형식적이며 시의 내

용에 기초하였던 전통적인 작곡기법이 아닌 현대적이며

새로운 기법의 음악적 양식을 모색하던 중 베를렌느의

시집 『말 없는 연가(Romancessans Paroles, 1874)』에

영감을 받아 시어 자체에 집중을 하여 Word Painting을

하였으며 암시를 통해 자연의 소리나 사물의 모습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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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에 그려 넣으려 하였고, 시어가 갖는 운율, 리듬, 억양

의 뉘앙스적인 표현을 돕기 위해 낭송조 의 선율을 사용

하였으며, 유연한 음악구조를 결정하였다.

또한 베를렌느의 시에서 각운의 반복에 의한 음악적

효과를 그의 음악에서는 1,3,5곡에서 시의 형식과 악곡의

형식을 일치 시켰으며 베를렌느의 연인에 대한 불안한

내면적 갈등과 감정의 변화에 따른 시어의 변화를 음악

에 그대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으로 다양한 조를

짧게 차용했고, 과감하게 9화음이나 11화음, 복화음을 사

용하였고, 조성의 확실성을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 3음의

생략 과 8도 병행 진행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pedal

point(지속음)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성악선율에는 반음

계, 온음음계사용 ,증4도나 완전 4도 음정을 자주 사용하

여 끊임없는 비탄한 마음을 표현했으며, 반주부에서도

성악선율을 단순히 보조하는 역할이 아닌 시어의 분위

기의 변화에 따라 간접적이며 몽상적인 느낌의 암시와

분위기를 묘사하는데 주력하여 다채로운 색채감을 나타

내 인상주의적인 요소들을 다지게 되었다.

베를렌느의 시에 대한 드뷔시의 음악적 표현과 분석을

통해 연가곡집 <Ariettes oubliées>는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에 있어 확립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 작

품이다. 베를렌느와 드뷔시는 동시대의 환상적 파트너

였을 뿐 아니라 새로운 그들만의 기법과 예술사조로 베

일에 싸인 듯 환상적이고 색채적, 몽가적인 인상을 주

는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의 꽃을 피우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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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ough the aged revolution and wars in France, the

individual aspects and emotions have been valued

highly as bringing the results of impressionism

beginning with the arts and literature broadening to

the music as well.

The poem <Romancessans Paroles>, which was

written by the poet, Paul Verlaine, was written by his

deep impression and developed to a song cycle,

<Ariettes oubliées> composed by Claude Achille

Debussy.

Debussy brought a change to a new musical

expression, which was focused on the symbolism and

harmonic progressions such as chromaticism,

excluding 3rd note, and the use of nonharminc tones;

which show the inner conflicts of Verlaine's love.

These irregular patterns will help the songs to

contain the vague atmosphere, which can be the

characteristic of the impressionism.

In this essay, focusing on the work of <Ariettes

oubliées>, the impressionism will be identified more

specifically by looking at the styles of the work of

Debussy and Verlaine's poem, The details of

expression will be studied by studying the entir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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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musical pattern, specifically the vocal line and

the accompaniment. Especially, the intonations and the

musical expressions regarding to the composer's

individual traits will be found in detail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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