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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가곡은 시를 노랫말로 하여 곡을 붙인 음악의 한 장르를 어우르는 말

이다. 가곡의 기원은 대게 7세기경의 <그레고리오 성가>에 두고 있으며,

중세시대를 거쳐 문예부흥기, 바로크시대, 고전시대를 통하여 발전하였

고, 낭만시대에 이르러 슈베르트에 의해 본격적인 예술가곡(Lied)의 형태

로 작곡되었다.

요하네스 브람스는 슈페르트 이후의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 이나 작

곡기법으로는 낭만주의적인 요소에 고전주의의 음악적 특징을 적절히 사

용하여 브람스만의 독특한 색체로 「Vier ernste Gäsange」Op.121을 작

곡하였다.

브람스는 이 곡에서 성경구절(구약성경)을 인용하여 세상의 헛됨 그리

고 죽음과 삶,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그가 사모하던 클라라 슈

만에 대한 연민과 죽음을 통한 이별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

브람스의 눈에 비친 클라라 슈만의 예견된 죽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고린도전서를 이용하여 사랑이 없으

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다.

제 1곡에서는 사람의 인생이 동물의 삶과 다를 것이 없지만 각자의 삶

을 충실히 하는 것이 복된 것이지 않겠는가 라는 말을 하고 있으며, 제2

곡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오히려 세상에 없는 자가 더 행복하다

고 말하고 있다. 제3곡에서는 삶이 아닌 죽음의 기쁨을 역설적으로 노래

하고 있으며, 제4곡은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브람스의 생애와 낭만주의 시대적 특징, 고전주의 양식

을 바탕으로 한 브람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Vier ernste Gäsange」

Op.121의 작곡 배경과 화성 및 리듬 등 음악적인 특징을 연구함으로써

연주의 완성도를 높여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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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19세기 음악은 낭만주의 음악(Romantic music)로 대표된다. 이러한 낭

만주의적 요소의 확립은 독일의 예술가곡인 Lied에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Lied는 시와 음악의 긴밀한 결합으로 19세기 낭만시대에 나타난 음악

의 형태로 지극히 개인적 감정이 담긴 낭만주의 서정시(쾨테, 하이네, 뮐

러 등)의 발전에 영향을 받았으며 산업혁명으로 유럽 봉건주의가 쇠퇴하

면서 사회적인 영향에 따른 피아노의 발전으로 예술가곡에서는 노래와

이중주로 연주하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 중 독일음악 발전에 위대한 공헌을 한 브람스(Jonannes Brahms,

1833-1897)의 예술가곡은 바흐 또는 바로크, 그 이전의 작곡가들의 주관

적인 경향에 편중하지 않고 자유스러운 해석을 통하여 독일의 전통 안에

서 바로크나 고전파의 특유의 선율과 작곡 기법을 가미함으로써 그만의

독특한 낭만적 선율과 억양을 표현하였다.

브람스는 다른 작곡과와 달리 대위법적 경향을 띄어 악절을 다성적으

로 다룸으로써 전통적인 화성의 사용에 있어서 임시표를 사용하는 반음

계적 화음진행을 결합시킴으로 개성적인 음색과 선율을 표현하였으며 독

일음악 발전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필자는 그가 남긴 최후의 가곡인 「네 개의 엄숙한 노래(Vier

ernste Gesänge) Op.121」을 분석 연구하여 성악가로서 연주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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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인 가곡과 Lied 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며,

둘째, 브람스의 생애와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적 특징을 고찰해 봄으로

써 낭만주의적 고전주의자라고 불리우는 그의 음악세계의 특징을 살펴보

고자 한다.

셋째, 브람스가 작곡한「네 개의 엄숙한 노래(Vier ernste Gesänge)

Op.121」의 작곡배경과 악곡의 분석을 피아노 반주부분과 더불어 연구

해 봄으로써 이 연가곡의 표현방법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악보는 「Vier ERNSTE GESÄNGE」für eine

Basstimme, N. SIMROCK IN BERLIN 의 악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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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가 곡

가곡이란 ‘시와 음악이 결합된 음악형식’을 가리키는 장르로써 가사 없

이 단순히 악기로만 연주하는 음악과는 차이가 있다. 기악곡은 곡의 구

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가사가 없기 때문에 분위기나 정서를 전달하

는데 한계가 있지만 선율에 가사가 있는 노래는 언어를 이용하여 특정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가곡의 역사는 12세기부터 시작되었는데 초기 작품은 모두 단성음악으

로 음유시인들의 작품들이었다. 음유시인들은 중세시대부터 유럽의 궁정

을 돌아다니며 전쟁 영웅담과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를 불렀다. 14세기

에는 한 두 가지의 악기로 반주할 수 있는 가곡을 작곡해 가곡을 크게

유행시켰으며, 16세기에는 류트로 반주하는 가곡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7세기 초부터 18세기 중반의 바로크 시대에는 독일과 프랑스에서만 가

곡이 유행했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다른 나라에서는 가곡보다는 아

리아가 유행했다.

낭만파 시대의 가곡은 시와 음악이 결합된 형태로 발전하였고 이 시대

에 시와 음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성악의 선율과 정교한 피

아노 반주를 보면 알수 있다. 시와 음악이 밀접하게 결합된 형태는 모차

르트와 베토벤이 시작하여 슈베르트의 가곡과 연가곡1)에서 많이 나타나

게 된다. 19세기 독일 낭만파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슈베르트를 비

롯하여 슈만, 브람스, 슈트라우스와 같은 작곡가들이다.

1) 반주악기와 상관 없이 독창·중창·앙상블의 성악곡으로, 내용에 서술적 연계성이 있거나 같은 주

제와 분위기를 지닌 일련의 시에 붙여진 곡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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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예술가곡(Das Kunstlied)

Lied2)는 독일 예술가곡을 가르키는 말로 일반적으로는 ‘피아노 반주

와 함께 부르는 노랫말과 멜로디가 서로 대단한 밀착을 보여주는 예술성

이 뛰어난 독창곡’ 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또 Lied는 노래성부와 반

주가 긴밀한 관계를 이루며 내면과 심리를 표현한 일종의 주석이었다.3)

낭만파 시대에 이르러 Lied의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이는 시와 음

악이 매우 밀접하게 결합된 작곡 형태로서 가사(시)에 단순한 선율을 붙

여 부르던 고대의 가곡과는 달리 낭만시대에 이르러 대위법을 기반으로

한 작곡가의 영감과 주관에 의해 작곡되어 지면서 피아노 반주를 시에

더하여 좀 더 풍부한 표현력을 주었던 분야이다.

이는 유럽 19세기의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먼저 발전한 문학의 영향을

받았고 이전의 작곡 형식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로움을 더하여 작곡된

형태이기도 하다. 또한 고전시대에서 중요시 된 이성과 감성의 균형에

근거한 명료성과 합리성보다 낭만주의 시대의 서정적이며 주관적인 감정

이 음악에서 더욱 중시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풍부한 자본은 곧 악기의 발전을 가져왔고 독일 예술 가곡을 발전시키

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전의 악기인 쳄발로는 현을 퉁기는 방식의

악기이기 때문에 강약을 조절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피아

노의 발명으로 인해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음악의 표현이 한층

더 자유스러워 지게 되었고 이는 낭만주의 사조인 자유스러움에 더욱 활

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2) 「독일 가곡의 이해」, 김미애, 삼호뮤직, 1998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음악연구소, p546

3) A. Einstein(1947), Music in the Romantic Era, W.W.Norton & Company Inc, p35.



- 5 -

Lied라고 불리우는 예술가곡은 이전 시대의 이성을 앞세워 음악보다

텍스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고전주의 작곡가들과 달리, 음악과 시

의 비중을 동일시 함으로써 반주부와 상호 교감을 시도하였다. 즉, 반주

부가 단순히 성악부를 뒷받침 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성악부와 함께

진취적으로 음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독일 예술가곡은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악사적으로 낭만주의 시대를 여는 인물중 가장 중요한 인물로 슈베르

트를 꼽을 수 있겠다.

슈베르트를 기준으로 이후의 작품을 본격적인 Lied라고 보고 있는데,

슈베르트는 문학작품(시)에 단순하고 꾸밈이 없이 때로는 민요적인 색채

의 피아노 연주를 더함으로써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

한 흐름은 기악 작품에서도 다수 발견된다. 다양한 화성을 구사하면서도

노래의 반주부분이 다양하고 정교했으며 피아노 반주부분은 때로는 시의

내용을 형상화 하여 표현하기도 하여 노래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하

였다. 예를 들어 <숭어>의 반주부분은 마치 물속을 헤엄쳐 거슬러 올라

가는 숭어가 물위로 솟아오르는 장면을 반주부에서 표현하였으며, <마

왕>의 옥타브로 이루어진 셋잇단음표는 겁에 질린 아이를 안고 말에 올

라 폭풍속을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반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슈베르트의 다음 세대 작곡가들인 슈만과, 브람스, 볼프 등의 작곡가들

을 통해 절정을 이룬 Lied는 후기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 말러와

슈트라우스를 통해 낭만주의의 이전시대의 가곡에 비해 더욱 확장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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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낭만주의 음악과 특징

1) 낭만주의 음악(Romantic Music)

낭만주의 음악4)은 18세기의 형식과 이성을 중시하는 고전주의 음악의

형식에 얽매이는 태도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것을 강조하고 형식에서 자

유로움을 표출하고자 하나 이것은 탈고전주의가 아닌 오히려 확장과 변

화를 통한 고전주의 음악의 계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음악은 시대와 사상의 변화로 인한 문학작품에서 비롯하였

으며 인간의 본능과 감정을 중요시하며, 서정성을 표현하고 통일된 구성

을 추구했다. 낭만주의 음악가들 중 많은 작곡가들이 민요를 주제로 국

민주의 성격을 띤 작품을 만들었으며 이는 1820년경부터 1920년경까지

성행했다.

19세기 전후에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이 일어나 봉건주의가 무너지게

됨에 따라 귀족보다는 일반 시민의 권리가 커지고 개개인을 소중히 여기

는 이른바 개인주의가 유럽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예술에도 커다

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발생한 자유·평등·평화 사상은 일반

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가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된다. 예술

에서의 낭만주의 운동은 문학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인간의 본능과 감

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순수한 마음 즉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낭만주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4)  최봉수, 21세기 웅진학습백과사전」12, 웅진출판사, 2007, p143-144

    김용환, 「서양음악사 100장면 2」, 가람기획, 2002, p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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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부분에서도 낭만주의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고전시대 작곡가

들이 ‘형식’이라는 틀 안에서 그들의 음악을 찾았다면 낭만주의 작곡가들

은 그들 본인의 개성과 감정을 더욱 중요시 했으며, 이전시대에 비해 자

유로운 형식과 구조를 만들어 나갔다. 때로는 내면적인 사고와 감정, 고

통 등을 표현하면서 악기들을 이용하여 음악작품에 아름다움과 매력을

표현했고, 자연을 묘사하려고 하였으며, 민속음악에 대한 애착과 국민주

의 사상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시대의 작곡가들은 음악이

란 상상력을 자극하고 풍부한 감성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작곡가 대부분이 개성을 가지고 작곡하였다. 특히나 낭만주의 음악가들

은 예술의 다양함을 표현하여 하였고 그러한 사조가 오페라의 발달에 영

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으며 교향시와 같은 표제음악이 등장하게 되었

다.

베토벤은 고전파 음악과 낭만파 음악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낭만

파 음악 초기의 작품으로 베토벤의 후기 작품을 든다. 그 뒤를 이어 낭

만파 음악 초기에 활동한 작곡가로는 슈베르트를 포함해 슈만, 멘델스존,

베를리오즈, 쇼팽이 대표적이며 이후로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리스트, 바

그너, 브람스, 베르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등이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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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

낭만주의 시대에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질 좋은 악기가 생산되

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 더욱 깊고 화려한

음색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발전한 악기는 피아노라고

할 수 있겠다.

피아노의 이전 악기인 챔발로는 건반이 달린 발현악기로 하프시코드라

고도 불리운다. 챔발로는 그랜드피아노와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으나 작

동방식의 차이점 때문에 다이나믹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 한계점을 가지

고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개량한 피아노는 이후 자유스러운 음악을 표

현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악곡의 형식에는 자유로운 형식의 소품, 예

술가곡, 교향시 등이 있다.

낭만파 음악에서는 사랑의 감정 등을 표현하려는 수단으로 연가곡과

같은 성악곡이 매우 발달했으며, 기악곡에서조차 성악곡에서 사용되었던

따라부르기 쉽고 달콤한 선율이 많이 쓰였다. 낭만파 음악의 선율은 성

악곡과 기악곡 모두 감정에 직접 호소하는 듯한 서정성을 가지고 있어

많은 청중들에게 매력을 주었다.

또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화성을 파괴하기도 했는데, 어떤 조인지

알기 어렵게 해 모호한 감정의 세계를 나타내었고, 날카로운 안어울림화

음을 사용해 사랑의 갈등을 표현하기도 했다. 원래의 조에 들어있지 않

은 음들을 임시표를 붙여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생긴 화성을 반음

계 화성이라 한다. 이 반음계 화성은 낭만파 음악의 중요한 특징 중 하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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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파 음악의 또 다른 특징은 이전보다 작품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당시에 유행하던 문학, 특히 소설에서처럼 작품 하나하나

마다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낭만파 음악 작곡가인 브람스의 교향곡은 작품 수가 얼마

되지 않는 대신 고전파 음악 작곡가의 작품에 비해 연주길이가 두 배 또

는 그 이상으로 작곡되었다.

낭만파 음악은 문학, 미술 따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가사

가 있는 성악곡은 시와 음악과의 관계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꿈과 정열,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명상, 인간의 운명, 신과 자연, 애국

심, 자유를 향한 동경,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의 승리 등을 주제로 한 낭

만파 음악은 낭만주의 사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음악을 통해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내면과 우주의 원리가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보여

주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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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람스의 생애와 브람스 음악의 특징

1) 브람스의 생애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은 독일의 작곡가로

1833년 5월 7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인 요한 야콥 브람

스(Johannes Jacob Brahms;1806~1872)는 함부르크 시립극장의 콘트라베

이스 주자로서 어린 나이의 브람스에게 음악의 기초를 가르치기 시작했

다.

그의 나이 9세 때 이미 피아노 연주자로서의 재능을 보이기 시작하여

10세 때에 정식으로 코셀(Otto Friedrich Willibald Cossel;1813~1865)이

라는 선생에게 피아노를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

한 코셀은 브람스의 나이 12세 때 그의 스승인 마르크젠(Eduard

Markxsen;1806-1887)에게 브람스를 소개하였고 이후로 마르크젠에게 피

아노와 작곡을 배우게 되면서 전문적으로 작곡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브람스는 스승인 코셀과 마르크젠을 통해 바하와 베토벤의 음악적인 기

법을 배우게 된다. 1848년 그의 나이 16세에 피아노 독주회를 처음 가지

게 되면서 피아니스트로서 데뷔하게 된다.

1848년 헝가리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헝가리의 많은 음악가들이 독

일로 망명하게 되었는데 이때 레멘니를 만나게 된다. 1853년 브람스는

레멘니와의 연주 여행 중 바이올린 연주자인 요제프 요아힘(Josep

Joachim;1831~1907)을 만나게 된다. 요아힘은 당시 유명한 음악가들인

리스트와 슈만에게 브람스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 슈만과 슈만의

아내이자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인 클라라를 만나게 되었다. 그의 재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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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평가한 슈만 부부는 이후로 브람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게 되었

다. 때문에 브람스의 초기 작품들은 슈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평

가된다.

슈만은 1853년에 발간된 음악신보(Neue Zeit schrift für Musik)에서5)

새로운 길(Neue Bahnen)이라는 글을 통해 브람스의 뛰어난 음악성을 세

상에 소개하였으며, 그의 부인 클라라는 브람스의 피아노 작품을 직접

연주함으로써 음악계와 대중들에게 브람스라는 인물을 소개하게 된다.

1854년 초에 정신병을 알고 있던 슈만이 자살을 시도한 이후부터 1856

년 슈만이 사망하기 까지 브람스는 슈만의 가족과 슈만의 부인인 클라라

를 지극히 보살피며 1857년까지 뒤셀도르프에서 체류하였으며, 이후

1857년부터 1806년까지 브람스는 독일의 리페-데트몰트 궁정에서 피아

노 교사로 일하면서 1863년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빈 징아카데미

(Wiener Singakademie)의 지휘자로 활동했다. 이때부터 1868년까지 5년

간 브람스는 빈과 함부르크를 오가며 작품활동을 하게 된다. 1865년 2월

그의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하여 슈만의 죽음으로 시작하였던

‘독일 진혼곡’[Ein Deutsches Requiem, Op.45]의 작곡을 완성하게 된다.

이 작품은 1868년 4월에 빈에서 초연되었고 이 작품으로 인해 그는 큰

명성을 얻게 되었다.

1869년에 슈만의 셋째 딸 율리에 대한 실연으로 인해 앨토 랩소리

(Alto Rapsodie;Op.53)를 작곡하였으며 1872년부터 빈 음악협회(Wiener

Gesellschaft der Misik)의 음악감독을 맡게 되면서 빈에 정착하면서 여

러 작품의 창작활동을 하며 작곡가와 지휘자, 그리고 피아니스트로서의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5) 이성일,「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그의 생애와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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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람스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고, 자신의 작품을 연주하고 지휘

하기 위해 전 유럽에 걸친 연주 여행을 자주 가졌다. 이런 왕성한 활동

을 하던 그는 1890년에 친구들의 죽음과 체력 저하 및 영감의 쇠퇴로 인

해 작곡가로서 은퇴하게 되었다.

1896년에는 가슴 속의 연인인 클라라 슈만의 뇌졸중 소식을 득고 그녀

의 임종이 다가왔음을 예감하며 비로소 네 개의 엄숙한 노래를 작곡하였

고 이를 통해 신앙심으로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 노력했다. 이듬해인

1897년 그는 중풍증세와 간암선고를 받고 오르간을 위한 코랄 전주곡

(Welt, ich muss dich lassen;Op.122-오 세상이여, 당신을 떠나야만 하

오)를 최후의 작품으로 남기고 작고하게 된다.

그는 젊은 시절 소프라노 아가테와 슈만의 딸 율리과 사랑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그의 생애 평생 독신으로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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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람스의 작품 세계

브람스는 어릴적 스승의 영향으로 고전주의 작품에 대해 큰 관심을 가

졌고 이는 고스란히 브람스의 작품세계에 반영되게 된다. 브람스 성격이

내성적이었으며 차분하였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서도 상당히 절제되고 보

수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음악가인 리스트나 바

그너의 음악과는 많은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리스트나 바그너의 음악이 격정적이고 화려했다면 브람스의 음악은 서

정적인 선율을 바탕으로 차분하면서도 절제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무게감

이 있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의 작품은 감정이 풍부하여 때로는

감상에 젖은 듯 한데 이는 그의 음악적 특성이 독일 전통 민요에서 상당

부분 기인함을 알 수 있다.

브람스는 베토벤을 숭배하다시피했고, 베토벤 음악에서 볼 수 있는

음악 양식과 구조를 자신의 작품에 사용했다. 그 때문인지 브람스의 교

향곡 ‘제1번’에는 ‘베토벤 교향곡 10번’ 이라는 별명이 붙어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동시대의 작곡가들로 슈베르트와, 슈만, 볼프, 멘델스존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 하나인 브람스는 다른 작곡가들과 달리 시에 기초한

작품보다 단순한 민속가곡이 여타의 가곡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그만의

독특한 색채를 가진 가곡을 작곡하였다. 6)

6) D. J. Grout, 한국음악교재 연구회역,「서양음악사」,세광음악출판사, 서울, 1992, p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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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람스 가곡의 특징

브람스의 가곡7)은 약 300곡에 이른다. 그중 독창곡이 203곡이며 25개

의 Duet곡, 그리고 70개의 4중창곡을 작곡하였다.

브람스의 가곡은 매우 선율적인데 그만의 독특한 선율적인 색체를 이

용하여 다양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려 하였다. 특히 그는 민요적

색채를 중요시하여 가사 뿐만 아니라 선율적인 부분에서도 민요를 많이

인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성격때문인지 작품에도 그만의 독특하며 개성적인 분위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작곡 기법은 단수한 편에 속하지만 절형식이거나

변화된 형식을 즐겨 사용하였으며, 성악선율과 반주선율이 밀접한 관계

를 맺으면서도 반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았다.

다른 작곡가들과 달리 3화음을 즐겨 사용하였으며, 이는 고전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브람스는 구식이라는 비

판을 받기도 했는데 이는 동시대의 다른 작곡가들이 꿈과 환상, 상상에

기인하여 반음계적인 화성과 진행, 불분명한 종지를 사용한 진보적 낭만

주의를 추구하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작곡 기법을 사용한 브

람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지만 브람스는 이런 혁신주의자

들에 대해 반대하여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였고 합리적인 지식 위

에 굳건히 세우려 하였다.

이런 점 때문에 브람스 본인 스스로 본인만의 ‘보수적인 낭만주의’의

색체를 만들어 가곡에도 적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율은 서정적이

며 구슬픈 감정과 우수에 찬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7) 김미애, 「독일 가곡의 이해」, 서울:삼호출판사, 1998, p.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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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Vier ernste Gesänge" Op.121의 연구

1. 작품배경

네 개의 엄숙한 노래<Vier ernste Gesänge Op.121>는 브람스의 생애

마지막으로 작곡된 가곡이다.

1895년에 브람스 자신의 평생의 연민의 대상이었던 클라라 슈만(Clara

schumann; 1819-1896)이 자신의 딸이 먼저 죽자 그 충격으로 뇌졸중으

로 쓰려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브람스는 운명적으로 클라라의 죽음이 다

가왔다고 생각하게 되고 「네 개의 엄숙한 노래(Vier ernste Gesänge

Op.121)」를 1895년 5월에 오스트리아 빈(Wien)에서 작곡하게 된다. 이

곡이 작곡된 후 2주가 지나지 않아 클라라 슈만은 76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후 브람스는 간암 선고를 받게 되고 병세가 갈수록 심각해져 1896년

4월에 그 역시 일생을 마감하게 된다.

네 개의 엄숙한 노래는 총 4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소 무거운 느

낌의 화성의 진행으로 작곡되어 진지하며 장엄함을 풍기는 브람스의 가

곡으로 낮은 성부에 의해 불려지길 원했다.

이 곡의 가사는 성경에서 인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누구나가 맞이해야

할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과 인생의 무상한 마음을 신앙으로 극복하려

했다. 그것은 브람스 자신이 마감해야 할 생애이기도 했으며, 앞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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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올 클라라 슈만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마땅히 받아들이면서 죽음을 슬

퍼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얻는 사후세계의 새로운 삶

과 남겨진 자들에게 신앙적인 구원의 소망을 전하고 있다.8) 그로 인해

평생 가슴속에 품어만 왔던 사랑을 내려놓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현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브람스

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했던 점을 누구나가 겪는 죽음이

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하여 초월하고자 신앙에 의지하여 본인의 마음

을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제 1곡은 전도서 3장 19절-22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사람과 짐승

의 삶이 다르지 않음’을 통해 ‘죽음은 오로지 신에게 달려있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복된 삶’ 이라는 내용의 곡이며, 제 2곡은

전도서 4장 1절-4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악한 것으로

인해 핍박받으며 헛된 일들로 인해 시기 받는 것보다 죽음으로 모든 것

이 지나간 자와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에 악을 모르는 자를 찬양하고 있

다. 제 3곡은 카톨릭성서의 집회서(시라크서9))의 말씀으로 처해진 환경

과 지나온 삶이 대조적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죽음의 의미가 다름을

표현하고 있다. 제 4곡에서는 신약성경의 고린도 전서 13장 1-3절과

12-13절을 인용함으로써 비록 인생이 무상할 지라도 신앙에 기초한 사

랑의 중요성을 표현함으로 남겨진 이들에게 브람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곡은 베를린의 짐록 출판사(Simrock in Berlin)에 의해 출판되었고

1896년 10월 30일, 빈 음악 예술가 협회에서 펠릭스 크라우스(Felix

Kraus)에 의해 최초로 연주되었다.

8) 박신준, 음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9, p.800

9) 예수의 아버지, 개신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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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곡의 분석

1) 제 1곡 ‘Denn es gehet dem Menschen’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전도서 3장 19

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전도서 3장 20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전도서 3장 21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

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10)(전도서 3장 22절)

10) 현대인의 성경, 생명의 말씀사, 전도서 3장19절-2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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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곡 ‘Denn es gehet dem Menschen’ 은 구약성경의 전도서11) 3장 19

절-22절의 말씀이다.

이 구절에서는 인간과 짐승을 비교하여 볼 때 그 둘이 다를 것이 없으

며, 같은 호흡이 있더라도 주님이 지으신 형상만 다를 뿐 누가 더 나은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짐승은 본능에 의해 살고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이다 소용없는 것이니 현재 살고 있는 시간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곡은 통절형식12) 으로 작곡 되었으며, A-B-A´-Coda 의 형식을 띄

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고전주의 가곡형식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브람스

가 고전주의의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브람스는 이 곡에서 A´를 구성함에 있어 A부분을 변형하여 반영한 것

이 아니라 A와 B부분을 함축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이 곡의 끝부분 7마

디를 Coda 형식으로 처리한 것은 일반적인 관현악곡 구조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전 성악곡과는 다른 형식을 취함으로써 이 곡만의 특징적인 점

으로 찾아볼 수 있다.

11) 전도서는 예루살렘의 솔로몬 왕이 기록한 책이다.

12) 가곡에서 가사의 각 절이 각각 다른 선율과 가사로 이루어진 가곡을 일컫는 말로 반대 개념

의 말로는 유절가곡이 있다. 유절가곡은 가사의 각 절이 있어 다른 가사에 선율이 반복되는 것

이 비하여, 통절가곡은 각 절과 선율이 다른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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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제1곡 분석표

조  성 d minor

형  식
A B A´ Coda

a b a´ c d a´ c´
93-98

마  디 1-11 13-17 18-25 26-45 46-75 76-81 82-92

빠르기 Andante Allegro Andante Allegro

박  자 4/4 3/4 4/4 9/4

A 부분은 1-25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은 구조 a-b-a' 로 다시 나뉘

어 진다.

B 부분은 26-75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은 c-d 로 다시 나뉘며,

A' 부분은 76-92마디로 A와 B를 함축하여 작은 a'와 c' 로 분류할 수

있겠다.



- 20 -

<악보 1> ‘Denn es gehet dem Menschen’ 1-14마디

형식 A의 a'에서 1-2마디 부분에서 주제 선율이 연주되며 이 주제선율

을 곡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여기서 쓰인 기법은 밧소 오스티나토

(Basso Ostinato)13) 라고 불리운다.

13) 어떤 일정한 음형을 같은 성부에서 같은 음높이로 계속 되풀이 하는 수법, 또는 음형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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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이 곡의 전체적인 선율과 분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연주해보면 단조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선율로 무겁고 어두운

이 곡의 느낌을 알 수 있다. 또한 3음이 생략된 형태로 시작하지만 피

아노 반주부에서 D음을 첫 번째 박자와 세 번째 박자에 넣음으로써 d

minor의 곡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뿐 화음의 성격이 애매모호함을

부정할 수는 없다.

3마디부터 시작되는 성악성부에서 이 주제선율(1-2마디 반주부 선율)

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으며, 다시 한 번 이 곡의 주제 선율임을 알 수

있다.

6-10마디에는 ‘Strib(죽음)’이라는 가사가 무려 네 번에 걸쳐 나오는데

선율적으로 하강하는 구조를 취하여 죽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땅으로

돌아간다는 즉, 아래로 내려가는 무거운 느낌으로 연출하고 있으며,

8-10마디에서는 브람스의 ‘죽음의 동기’가 변형되어 나타나게 된다.

형식 A의 a부분에서 전체적으로 3음이나 으뜸음을 생략함으로써 완전

치 못하고 허무한 기분을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11-12마디는 b부분으로

진행하기 위한 작은 연결구로써 주제 선율에서 5도 올려 진행한 것이 특

징이다.

b 부분(13-17마디)의 14마디에서는 선율과 반주의 베이스 선율을 반진

행 시킴으로써 극적으로 확장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다음에 전개되는

분위기와 내용이 이전보다 다소 비중이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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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Denn es gehet dem Menschen’ 15-27마디

형식 A부분의 a'는 18마디부터 25마디까지인데 가사의 뜻은 다르지만

주제 선율이 다시 18-19마디에서 다시 한번 나타난다. 22와 24마디의

'eitel' 이라는 단어는 번역하면 ‘공허한’ 이라는 뜻의 형용사인데 하행

선율로 표현하여 단어의 뜻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음가를 두 번째 박자

에 더 줌으로 셈여림의 당김효과를 주어 더욱 잘 표현하고 있다. 또한

같은 가사를 두 번 반복하면서 선율을 다르게 하여 강조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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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a' 부분은 감4도와 감5도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가사가 가진

의미를 한층 강조하여 전달하려 하고 있다.

<악보 3> ‘Denn es gehet dem Menschen’ 23-31마디

형식 B(26-75마디)에서는 감7화음을 셋잇단음표로 순차진행 하였으며

3/4박자로 변박되었고 빠르기도 Allegro로 빨라지면서 강-약-약 의 표현

과 더불어 sfp와 sf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연주하여야 한다.

또한 26-27마디의 작은 모티브를 30마디까지 3번 반복하는 동형진행

을 하고 있다. 이때 감7화음을 분산시켜 조성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d minor의 조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D음을 왼손이 지속적으로 연

주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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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Denn es gehet dem Menschen’ 32-39마디

32-39마디의 반주부에서는 오른손 연주부에 아르페지오(Arpeggio)14)

기법과 옥타브 형태를 사용하였으며, 성악부와 반주부의 반진행 형태를

성악부의 2도 상행의 동형진행(Sequence)15)과 반주부의 반음계적인 감7

도 하행으로 표현하여 'Es fährt alles einem Ort' 의 의미를 더욱 극적

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후 'es ist alles von Staub gemacht' 에서도 이런 선율적인 특징은

이어지고 있으며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어두운 단어라면 어김없이 하

행진행으로 표현하고 있다.

14) 어원은 이탈리아어 arpeggiare(하프를 타다)에서 유래하며 하프에 가장 잘 어울리나, 피아노

를 비롯하여 관현악과 성악에 이르기까지 널리 쓰이고 있다. 고전파 이후의 음악에서는 대체로 

화음을 아래에서 위로 펼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15) 동일한 선율이 다른 가사에 의해 2회 이상 불리우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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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Denn es gehet dem Menschen’ 40-51마디

44-45마디는 Hemiola16) 기법을 4분 쉼표을 이용하여 사용하였으며,

46마디 부터는 단순한 리듬을 사용하면서 p-f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함

으로 의미의 전달을 깔끔하게 하고 있다.

d부분(45-75마디)에서는 브람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인

‘word-painting'17) 기법이 사용되었는데 이 기법을 사용하여 단어의 뜻

에 따라서 상행과 하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더불어 상행하는 선율에서는

Dynamic이 p에서 f로, 그리고 하행하는 선율에서는 f에서 p로 변하여

표현하고 있다. 또한 50마디 부터는 반주부에서 오른손과 왼손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반음계적 전조(c＃ minor)를 사용하였다.

16) 그리스어가 어원으로 1.5의 비율 즉 2:3의 비율을 가리킨다. 브람스는 리듬의 변화를 꾀하기 

위하여 이 기법을 사용하였다. 

17) 가사그리기 : 악곡에서 하나하나의 말을 하나하나의 음으로 표사해 내는 것을 지칭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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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Denn es gehet dem Menschen’ 52-75마디

72마디 부터는 A'로 진행하기 위하여 2분음표로 차분하게 표현하며

poco rit. 로 서서히 느려지며 다시 Andante 빠르기로 진행시키고 있다.

이는 A'에서 A의 1-2마디의 주제 모티브를 다시 보여주기 위함이며 A

부분을 함축적으로 다시 표현하여 Coda를 향해 진행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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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Denn es gehet dem Menschen’ 76-81마디

76마디 부터는 형식 A를 다시 재현한 A'라고 볼 수 있으며, d minor

로 다시 돌아와 주제 선율을 3음이 빠진채로 sotto voce로 연주한다.

이 역시 곡의 첫부분과 마찬가지로 3음이 생략되어 성격을 알수 없는

분위기를 제히사고 있으나 반주부에서 첫 번째 박자와 세 번째 박자에서

나오는 D음으로 인하여 d minor의 분위기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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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Denn es gehet dem Menschen’ 82-89마디

82마디부터 89마디까지는 B부분의 c를 반복하고 변형시킨 축소판(동

형진행을 이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Allegro 빠르기로 표현하고 있다.

<악보 9> ‘Denn es gehet dem Menschen’ 90-91마디

또한 90마디(9/4박자)부터 반주부에서 나타나는 트릴효과는 이제 이 부

분이 이 곡의 종지를 향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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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Denn es gehet dem Menschen’ 96-98마디

97-98마디는 이 곡의 종지부로서 2마디로 짧게 이루어져 있다. 96마디

는 3화음이 생략된 불완전한 형태의 화음으로 'was nach ihm geshehen

wird?' 라는 문장을 표현하여 허무함을 느끼게 하지만 종지부분 반주부

에서 다시 3화음을 추가하여 d단조의 으뜸화음으로 해결하며 이곡을 마

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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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곡 ‘Ich wandte mich und sage an alle’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 받은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전도서 4:1).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자를

복되다 하였으며(전도서 4:2)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복되다 하였노라(전도서 4:3)

이 노래는 전도서 제4장 1~3절 까지의 성서를 가사로 택하였다.

3/4박자의 Andante 빠르기로 표현하였으며, 죽음의 행복에 마음을 안정

시키려는 듯 어둡고 쓸쓸하고 엄숙한 노래라고 하겠다.

형식은 A-B-A'-Coda의 형태로 1곡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표-2> 제2곡 분석표

조  성 g minor G Major

형  식 A B A' coda

마  디 1-14 15-35 36-60 61-72

빠르기 Andante

박  자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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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Ich wandte mich und sage an alle’ 1-11마디

이 곡은 가사의 내용을 반주부의 1-3마디에서 나오는 단3화음의 하행

구조 즉, 죽음의 동기 선율로 이미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못갖춘 마디 형식으로 시작하여 불완전한 느낌과 함께 반주부에서

시작된 죽음의 동기 선율을 성악부에서도 그대로 받고 있다.

9마디 반주부에서는 왼손과 오른손이 엇박으로 확장되면서 10마디에서

는 성악부 선율을 3도아래에서 후행 연주하면서 sf 로 표현하여 극적인

느낌을 더하고 있으며, 13-14마디에 다시한번 같은 가사와 함께 반복하

여 더욱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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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Ich wandte mich und sage an alle’ 12-23마디

형식 A의 b부분이 시작되는 15-19마디의 반주부분은 19-21마디에서

성악부가 후행하여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은 선율을 미리 보여줌으로

써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19-20 마디에서는 성악부는 3박자 리듬이지만 반주부에서는 헤미올라

기법을 이용하여 2박자 리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리듬을 Cross

Rhythm 이라고 칭한다. 이러한 구조의 리듬은 브람스가 즐겨 쓰는 리듬

이기도 하다.



- 33 -

<악보 13> ‘Ich wandte mich und sage an alle’ 24-40마디

22마디부터는 반음계적인 화성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조성의 불완전

한 모습을 이용하여 ‘오호라 학대 받은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

로자가 없도다’ 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것은 30마디부터 더욱 불안한 화음으로 진행되며 35마디에 이르러서 비

로소 진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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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Ich wandte mich und sage an alle’ 34-48마디

형식 A의 a' 부분은 36마디 부터이며, 2박자의 여유를 두면서 변화시

켜 이곡의 처음 부분을 재현하고 있으며 다시 한 번 죽음의 동기 선율로

인해 Toten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Toten을 발음할 때 ‘닫힌 o’ 발음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부분 부터는 성악부가 정박으로 떨어지면서 단어의 강세가 정확하게

강박에 위치하므로 셈여림을 지켜 마치 말을 하듯이 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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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Ich wandte mich und sage an alle’ 49-62마디

52마디부터는 단3도와 증2도 진행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감7화음을 이

용하여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는 und der noch nicht ist, ist besser als

alle beide(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나 죽은 자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보다

낫다) 라는 말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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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Ich wandte mich und sage an alle’ 56-75마디

61마디부터는 coda 부분으로 G Major의 조성으로 진행한다.

61-67마디까지 성악부에서는 마디의 강박의 선율이 2도씩 상행하며 가

사의 느낌을 전달하며 반주부에서는 엇박의 리듬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

다가 66-67마디에서 반주부와 반진행 시킴으로 다시 정리되고 있다.

68-69 마디에서는 성악선율이 하행하면서 끝을 맺고 있으며 이는 3음

으로 불완전한 종지이다. 이런 성악부의 종지를 반주부에서는 해결하면

서 으뜸화음으로 끝맺으며, 제 3곡의 조성과 함께 전주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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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곡 ‘O Tod, wie bitter’

오 죽음아, 너를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느냐!

재산을 쌓아 놓고 행복하게 살며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모든 일에 성공하고

아직도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에게,

죽음아, 너를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느냐!

죽음아, 너의 기약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느냐!

가난하고 힘이 빠진 사람,

끊이없이 근심걱정에 시달려서

늙어버리고 모든 것이 귀찮고

참을성마저 없어진 사람에게,

죽음아, 너의 기약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느냐!18)

이 노래의 가사는 "예수 집회서(시라크서)"19)의 제 41장 1-2절에 있

는 말을 택하였다.

여기서 '시라크'는 예수의 아버지인데 보통 성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

고 가톨릭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18) 가사의 번역은 [독일가곡의 이해], p.150

19) 개신교 성서에는 없지만 카톨릭 성서에는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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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부에서는 죽음의 애통함을 노래 하지만 후반부에서는 죽음은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해방 시키는 것으로 삶의 기쁨이 아닌 죽음의 기쁨에

대해 노래함으로 죽음에 관하여 역설적인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

이는 1곡과 2곡에서 삶의 가치 그리고 죽음의 허무함을 표현한 것에

반하여 3곡에서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의 다

른 시각을 얘기하고 있다.

<표-3> 제3곡 분석표

조  성 e minor E Major/e minor E Major

형  식
A B

Coda
a b a' c

마  디 1-5 6-12 13-17 18-30 31-40

빠르기 Grave

박  자 3/2 4/2 3/2

이 곡은 통절가곡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Grave(약 40정도의 템포)

의 빠르기로 전주와 후주가 없이 작곡되었다. 이는 제 2곡에서 이미 3곡

의 시작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곡이 느린 것은 죽음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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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O Tod, wie bitter’ 1-4마디

형식 A는 1-17마디로 못갖춘마디로 시작하며 그 중 a부분은 1-5마디

인데 못갖춘마디 형식으로 시작하면서 약박에 감탄사를 위치하게 함으로

써 약박보다 강박에 말하고자 하는 단어인 Tod를 강조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마디부터 3도하행 선율인 죽음의 동기가 나타나며, 2

마디에서는 증8도 선율로 더욱 침울한 분위기를 나타내려 하였으며 성악

부와 반주부가 반진행하여 전체적으로 차분하며 무거운 분위기를 나타내

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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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O Tod, wie bitter’ 5-12마디

형식 A-b부분은 6-12마디인데 a부분에서는 3/2박자의 2분음표로 정확

하게 표현한 반면 b부분에서는 4분음표와 8분음표로 나누어 조금더 많

은 가사(재산을 쌓아 놓고 행복하게 살며,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모든

일에 성공하고, 아직도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에게, 죽음아, 너를 생

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느냐!)를 선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8-9마디부분에서 반주부의 왼손은 3도 상행하는 동형진행으로 전체적

인 느낌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이는 10마디 성악부에서 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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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O Tod, wie bitter’ 13-17마디

13마디부터 연결되는 a' 부분은 a부분의 재현부로 ‘죽음아. 너를 생각

한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느냐’ 라는 부정적인 면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A 부분은 죽음의 애통함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기 위해 minor 로 작곡

하였다면 B부분은 죽음의 긍정적인 면 즉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또한 피필요한 부분이라는 내용의 긍정적인 면을 표현하기 위하여

Major 로 작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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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O Tod, wie bitter’ 18-25마디

또한 A부분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의 ‘Tod’를 3도 하행의 죽음의 동기

선율을 이용하였다면 B부분(18-30)에서는 ‘Tod’를 상행 시켜서 죽음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3박자의 리듬에서 4박자의

리듬으로 변화를 줌으로써 더욱 안정된 느낌을 가지려 함을 알 수 있다.

4박자의 리듬과 더불어 마디 중간의 쉼표는 가사의 전달을 위해 쉬는 것

으로 선율이라기 보다는 독백하는 듯한 효과를 주기에 충분하며, 이것은

가사의 의미를 전달하기에 적절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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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 ‘O Tod, wie bitter’ 28-40마디

29-30마디에서는 임시표를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minor 로 전조되었고

Coda 부분에서는 E Major의 조성을 다시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후반부

에서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마

지막은 E Major 코드로 마무리 하여 끝까지 느낌을 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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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곡 ‘Wenn ich mit Menschen und mit Engelzungen redet’

"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고전 13:1)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고전 13:2)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 13:3)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 13:12)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20)

20) 번역은 「성경전서」, p.140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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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래는 고린도전서 제 13 장 1-3절 그리고 12-13절을 인용 하였다.

신앙과 희망 그리고 사랑의 영원함을 노래했는데 그 중에서 제1은 사랑

이라는 것을 노래한다.

네 개의 엄숙한 노래의 가장 마지막 곡이지만 작곡 순서는 가장 먼저

작곡되었으며 작곡 연도는 1892년이다.

여기에 나오는 멜로디는 크게 흔들리는 듯한 아름다운 효과를 내는데

템포는 중간부에서 Adagio로 바뀌고 흐르는 듯한 반주에 실린 부드러운

멜로디이다.

엄숙한 4개의 노래 중에서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이르는데 이는 화려하

다기 보다는 오히려 장중하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 1곡, 2곡, 3곡에

서 주제로 삼은 인생의 허무함, 인간의 탐욕, 죽음 등의 주제와 달리 제

4곡은 1-3절에서는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 그리고 12-13절에서는 사랑의

영원을 역설하였다.

<표-4> 제4곡 분석표

조  성 E♭ Major B Major E♭ Major E♭ Major

형  식
A B A' Coda

a b c c c' a' c''

마  디 1-12 13-29 30-47 48-61 62-75 76-82 83-99

빠르기
Andate con moto ed 

anima
Adagio

Poco a 

poco piu 

moto

Sostenuto 

un poco

박  자 4/4 3/4 4/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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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Wenn ich mit Menschen und mit Engelszungen redete’ 1-1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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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마디의 반주부는 버금딸림화음으로 시작하며 당김음과 도약진행으

로 셈여림을 지키면서 연주하여야 한다. 3-6마디는 동형진행으로 같은

리듬이므로 성악부의 선율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Dynamic을 표

현하여야 한다. 또한 멜로디의 도약과 강박의 적극적인 표현은 제1-3곡

과는 다른 분위기를 유발하며, 이것은 제4곡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하겠다.

9-12마디의 반주부는 성악부의 ‘tönend Erz'(소리나는 구리)와

'klingende Schelle'(울리는 꽹과리)의 뜻을 생각하여 8분음표를 이용하

여 마치 꽹과리를 치는 듯한 효과를 주어야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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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Wenn ich mit Menschen und mit Engelszungen redete’ 16-29마디

13-29마디는 형식 A의 b부분인데 폭이 큰 도약 선율과 적극적인 셈여림

의 표현 그리고 8분음표의 사용으로 인해 더욱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19-23마디의 반주부에서는 p-cresc.-f-sf-decresc.-f-decresc.-p 에 이르

는 다이나믹의 표현으로 극적인 표현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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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Wenn ich mit Menschen und mit Engelszungen redete’ 30-37마디

30마디 부터는 형식 A-c 부분인데 형식 B로 진행하기 위하여 잦은

전조와 리듬의 변형이 나타나며 34-34마디에서는 감7화음과 fp의 사용

으로 강조하다가 34-37마디에서는 점차 decresc. 되면서 ‘meinen Leib

brennen'(나의 몸을 태운다) 라는 가사를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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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Wenn ich mit Menschen und mit Engelszungen redete’ 42-45마디

42마디 부분에서는 반주부의 동형진행이 나타나며 감7화음을 사용한

병진행의 형태로 이는 형식 B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보인다. 42마

티 부분에서는 감7화음을 분산시켜 진행함으로 곡의 긴장감을 이완시키

고 있다.

<악보 25> ‘Wenn ich mit Menschen und mit Engelszungen redete’ 46-53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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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마디부터 시작되는 형식 B를 살펴보면 빠르기는 Adagio 로 진행되

며, 3/4박자의 B Major로 변조와 전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부분과

다르게 셋잇단 음표를 사용하여 흐르는 느낌을 주었고 이러한 부드러운

선율의 진행은 ‘사랑의 영원성’이라는 주제를 풀어나가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악보25 참조>

48-50 마디는 성악부와 반주부가 6도 병진행을 사용하고 있고 53마디

부터는 셋잇단 음표를 아르페지오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좀 더 풍성한 느

낌을 더하고 있다. 이는 59마디까지 61마디까지 지속된다. <악보26 참

조>

<악보 26> ‘Wenn ich mit Menschen und mit Engelszungen redete’ 54-61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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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Wenn ich mit Menschen und mit Engelszungen redete’ 66-75마디

68-69마디에서는 Hemiola를 사용하였고, cresc.를 사용하면서 분위기

를 고조시켜 결국 'ich erkenet bin'(나는 깨달았다) 라는 말을 강조하였

다. 이후 74-75마디에서는 76마디부터 시작되는 형식 A'의 E♭Major로

진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명동음21)을 사용하여 전조되었는데 이는 후

기 낭만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B(C♭), D♯(E♭)을 이용하

여 B Major에서 E Major로 전조 되었으며, 75마디에서 E Major의 딸림

화음을 거쳐 자연스럽게 E♭ Major 로 연결된다.

21) 기보에서는 다르지만 건반위에서는 동일한 음 또는 그 관계를 일컫는다. 



- 53 -

<악보 28> ‘Wenn ich mit Menschen und mit Engelszungen redete’ 76-82마디

형식 A와 B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A' 부분(76-82마디)에서 이

곡의 주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 부분에서는 “‘Glabe(믿음)’, ‘Hoffnung

(소망)’, ‘Liebe(사랑)’ 이 세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라는

가사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 세가지 단어를 강조하기 위하여 성악부

에서는 2분음표를 활용하여 무려 10도라는 도약을 하면서 상행진행되며

반주부에서는 2도 도약 동형진행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이곡의 절정

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Liebe'라는 단어를 더욱 강조하

기 위해 두 단어와 달리 점2분음표와 4분음표를 이용하여 더욱 길게 표

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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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 ‘Wenn ich mit Menschen und mit Engelszungen redete’ 83-99마디

83-99마디는 Coda 형식으로 진행되며 형식B와 같은 형태로써 83-87

마디는 성악부와 반주부의 6도 병진행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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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2 마디는 다시 한 번 Hemiola 가 사용되고 있으며, 95-99마디는

E♭Major의 으뜸화음을 분산화음 형태로 진행시키고 있고 95마디부터는

반주부의 반진행으로 폭을 넓혔다가 다시 모이면서 으뜸화음으로 끝맺고

있다. 이는 1곡부터 시작된 어둡고 무거운 내용들이 4곡에서는 그 모든

것 위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말을 역설함으로써 마치 사랑으로 세상의 모

든 일을 감싸안아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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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는 낭만시대 작곡가로서 슈베르트

에서 시작된 독일예술가곡(Lied)의 형식과 화성의 자유로움, 그리고 시대

적 배경에서 나온 가사의 서정성과 더불어 고전시대의 요소들을 적절하

게 결합하여 자신만의 아름답고 독특한 음악을 만들어 낸 인물이며, 그

가 작곡한 <“Vier ernste Gesänge” op.121> 는 브람스 평생에 있어 최

고의 작품이라는 평가는 받는 곡이다.

4곡 모두 성경말씀을 인용하여 작곡하였으며, 브람스의 특징 중 하나

인 Word-Painting 기법과 더불어 반주부에서는 당김음, 헤미올라, 아르

페지오 등을 사용하여 성악부와 반주부가 서로 같이 노래하고 있다.

제1곡은 사람과 짐승은 모두 죽게 되어 누구의 삶이 더 나은 삶이라고

할 수 없어 허무한 것이나 현재에 만족하며 일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이라

는 것을 노래하고 있으며, 오스티나토 기법과 동형진행 등을 통한 고전

시대의 작곡 기법과 반음계적인 화성 진행의 낭만시대의 작곡 기법 그리

고 활발한 빠르기의 변화를 더하여 형식의 대조를 통해 노래하고자 했

다.

제2곡은 이 세상의 부조리함 속에 사는 자보다 죽은 자가 나으며, 죽

은 자보다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가 오히려 복되다 라는 내용으로 브람

스 특유의 죽음의 동기 선율을 이용한 단조의 표현과 다이나믹의 변화

등을 통하여 부당한 세상에 대한 탄식을 나타내었다.

제3곡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표현하였는

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단조와 장조를 통하여 느린 템포의 빠

르기와 화성의 변화를 통해 노래하였다.

제4곡은 가장 먼저 작곡된 곡이지만 이 연가곡에서는 네 번째곡으로

실렸는데, 이 모든 것들 중에 사랑이 가장 우선한다는 브람스가 결국 말

하고 싶어했던 결론을 담고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다

른 곡들에 비해 밝은 분위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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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주의적 고전주의자라고 불리우는 브람스는 이 곡을 통해 고전적인

요소와 더불어 낭만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시대를 아우르는 그만의 색채

를 나타내었다.

1-3곡에서는 그가 마지막 순간에 느꼈던 인생의 허무함과 부조리함

그리고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반음계적인 화성과 리듬의 변화,

동행진행을 통한 분위기의 고조와 반진행을 통한 해소, 그리고 빠르기와

다이나믹의 변화로 격정적인 표현을 하였고 4곡에서는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클라라 슈만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장조 바탕의 희망을

담은 분위기로 표현 함으로 브람스의 걸작이라는 칭호를 받는 작품이라

고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단순한 가사의 해석과 화성의 이해가 아니라 작곡

배경과 그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성악가로서 연주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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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tic Study on 「Vier ernste Gesänge Op.121」

by Johannes Brahms

Choi, Yun-Sung

Departmens of Accompani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Johannes Brahms(1833-1897) is a great composer of the late-Romantic in

Germany. His work is unique and lyrical. He was given the title of compositions

by classical liberal romantics based on classical elements, unlike other

contemporary composers.

「Vier Ernst Gesänge Op.121」is the best masterpieces of Brahms. This song

was written about his own death and compassion for Clara Schumann. The lyrics

were excerpted from the Bible. This song is about the vanity of this world,

death, love, and love is a paradox that the best of them.

Brahms used simple death motives, Hemiola rhythm, and Syncopation in these

art songs. Also, by using the Ostinato technique expressed a heavy topic. In

addition, he used the word-painting technique that symbolize the meaning of

words. He was able to complete his own original songs by using these technique.

Johannes Brahms, As a ' Romantic Classicist', composed「Vier Ernst Gesänge

Op.121」contains Brahms's whole compositional technique. It was his life, death,

and love.

By analyzing and studying this song, I hope it would be better to have the

depth of play.

keywords : Brahms, romantic, death motive, word painting, romictic classic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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