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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고 낭만 시 의 교향곡들을 ‘압슈팔퉁’(Abspaltung)의

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압슈팔퉁’은

사 의미에서 ‘분열’,‘분리’라는 뜻을 지니지만,본 논문에서의 ‘압

슈팔퉁’은 작곡가가 처음에 제시한 모티 나 테마가 그 원형보다 작

은 조각으로 쪼개져 다른 모습으로 발 되는 다양한 과정을 의미

한다.

모티 와 테마의 분열을 통해 얻게 되는 음악 압슈팔퉁은 얼

핏 앞에 나온 요소들을 이용한 단순한 변형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압슐팔퉁은 최소 단 의 불변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으

며,그 요소들을 지속 으로 끊임없이 등장시킴으로써 체 음악

을 하나로 연결시킨다.

본 논문은 라인하르트 아몬,에르빈 라츠 등의 이론을 용해

음악 압슈팔퉁을 정의한 후,음악 작품에 유기성과 통일성을 부

여하며 음악 긴장감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압슈팔퉁

이라는 제 하에,모차르트 교향곡 40번 KV.550,베토벤 교향곡

2번 Op.36, 람스 교향곡 4번 Op.98,말러 교향곡 1번을 심층 분

석하 다.그 결과,압슈팔퉁에 의한 분석은 작곡가의 숨은 의도를

악해 작품의 해석을 좀 더 구체 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하

나의 방법임이 드러났다.

작품에 유기성과 통일성을 부여하며 음악 긴장감에 이르게 하

는 역할을 하는 음악 압슈팔퉁은 특히 지휘의 길을 걷고 있는

연주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주요어 :압슈팔퉁,아몬,라츠,교향곡,모차르트,베토벤, 람스,말러

학 번 :2008-2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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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논문은 독일어권 국가를 심으로 음악 작품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하나의 주요 방법론으로 사용되고 있는 ‘Abspaltung’(압슈팔퉁)

이라는 개념을 기본 토 로 하여,고 시 와 낭만 시 의 주요 교향곡

들을 심층 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Abspaltung’은 우리말로

‘분열’,‘분리’라는 뜻1)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재 국내 학계에서

‘Abspaltung’이라는 말은 물리학이나 정치학,경 학 등의 학문에서 사용

이 될 뿐2),음악과 련한 분야와 련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

다.그러나 유럽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인 독일어권 음악학계에서의 사정

은 다르다.여러 음악가들과 음악학자들이 ‘압슈팔퉁’에 해 인식하고

있으며,압슈팔퉁의 에서 음악을 근했을 때 얻게 되는 보다 심도

있는 작품 분석 해석에 심을 갖고 있다.

그 다면 본 논문의 개에 있어 핵심 인 개념인 ‘음악 압슈팔퉁’

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이에 해서는 이미 독일의 여러 음악 이

론가들과 연주자들의 연구가 있었다.이에 해서는 본론 반부에서 보

다 상세히 기술할 것이지만,간략히 정리하자면,‘음악 압슈팔퉁’은 작

곡가가 처음에 제시한 모티 나 테마가 그 원형보다 작은 조각으로 쪼개

져 다른 모습으로 발 되는 다양한 과정을 의미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필자는 이러한 음악 압슈팔퉁이 가장 효과 이

1)Abspaltung”,네이버독일어사

http://dedic.naver.com/dedic/#search/all/q=abspaltung&sm=dic_home

2)물리학에서는 ‘kernspaltung’핵융합이 일어나는 과정을 들어 ‘Abspaltung’

이라 한다.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면 어단어 에서는 ‘Fission’과 가

장 유사하다 할 수 있다. 한 독일어 신문기사나 에서 이 단어를 찾는다면

정치학과 련해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데,지역과 도시를 ‘분리’시킬 때 혹은

연방에서의 분리로 주로 인용되는 어단어 ‘separation’으로 쓰이기도 하고,기

업 회사 련 경 분야와 련해 회사를 분리 독립시킨다는 의미에서의

어단어 ‘separation’혹은 ‘secession’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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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극단 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장르가 다름 아닌 고 과 낭만 시

의 교향곡일 것이라는 제를 세웠다.모티 와 테마의 끊임없는 분리

와 분열,더 나아가 새로운 융합 성장은 교향곡이라는 장르의 확장된

성부와 악기 편성군에서 더욱 다채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이러

한 가정을 세우기까지는 에르빈 라츠3)(ErwinRatz,1888~1973)의 서

<EinführungindiemusikalischeFormenlehre>와 한스 스바로 스키4)

(HansSwarowsky,1899~1975)의 <Wahrung derGestalt>(1979)에서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얻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본론의 반부에서는 에르빈 라츠와 한스 스바로

스키의 이론에 의거해 음악 압슈팔퉁의 다양한 유형들과 특성들을 체

계 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선행하 다.그리고 본론의 후반부에서는

반부에서 다루었던 음악 압슈팔퉁의 내용들을 토 로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KV.550,베토벤 교향곡 2번 Op.36, 람스 교향곡 4번 Op.98,말러

교향곡 1번을 심층 으로 분석하 다.고 과 낭만 시 를 통해 생산된

수많은 교향곡에서 의 교향곡 단 네 작품을 선택하기까지는 학문 고

민과 아쉬움이 있었으나,주요 작곡가들의 주요 교향곡들 에서도 의

네 교향곡이 음악 압슈팔틍으로 야기되는 드라마틱한 극 긴장감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며,이는 실제 분석을 하는 과정에

서 더욱 명확해졌다.

모티 와 테마의 분열을 통해 얻게 되는 음악 압슈팔퉁은 얼핏 앞

에 나온 요소들을 이용한 단순한 변형으로 보일 수도 있다.그러나 압슐

3)에르빈 라츠(ErwinRatz,1898-1973)는 오스트리아 그라츠 태생의 음악학자

이자 음악이론가이다.제 2차 세계 이후,비엔나에서 음악 형식과 분석을

가르치는 교수로 활동했으며,가장 유명한 서로는 <Einführung in die

musikalischeFormenlehre>가 있는데,여기에서 라츠는 바흐와 베토벤,그리고

말러 작품을 심층 으로 다루었다.

4)한스 스바로 스키(HansSwarowsky,1899-1975)는 헝가리 태생으로 오스트

리아로 건 가 빈 슈타츠오퍼의 지휘자,빈 국립 음 의 교수로 활동하 다.그

의 강의록과 에세이를 모아 편찬된 <WahrungderGestalt>는 지 까지도 지휘

자와 연주자를 한 백과사 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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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퉁은 최소 단 의 불변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으며,그 요소들을 지

속 으로 끊임없이 등장시킴으로써 체 음악을 하나로 연결시킨다.즉,

작품에 유기성과 통일성을 부여하며 음악 긴장감에 이르게 하는 역할

을 하게 되는 것이다.각 작곡가에 의해 섬세하게 이루어진 이러한 과정

을 꿰뚫어보는 것은 특히 지휘의 길을 걷고 있는 연주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한 음악 압슈팔퉁의 심층 인 연구를 통해 필자는 음

악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연주자들,그리고 특별히 정확한 분석과 안목을

요구하는 ‘지휘’를 공부하는 은 학도들이 작곡가가 보이지 않게 설계해

놓은 그 과정을 제 로 이해하고 불석하여 훌륭한 음악과 술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하나의 시각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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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Ⅰ.음악 압슈팔퉁의 일반 특성

1.압슈팔퉁의 기본 개념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 (Universitätfür Musik und darstellende

KunstWien)의 음악이론 교수인 라인하르트 아몬(ReinhardAmon)은

음악 형식과 련한 3,000개 이상의 키워드를 정리해 출 한 <Lexikon

dermusikalischenForm>(2011)에서 압슈팔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동기(모티 )의 분열, 는 모티 조각 기법,축약 등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개념으로,동기나 주제를 음악 으로 다루는 작업 방법 하나

이다.선율이나 동기를 조각으로 쪼개고 축소시키면서 얻게 되는 결과

이며,이 게 나눠진 조각들은 부분은 새롭고 독립 인 형태로 다시

반복되면서 작품의 흐름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한다.동기의 조각화가

연속되면서 그 단 간격은 차 으로 짧고 촘촘해지는데,이러한 과

정은 악곡을 압축(농축)시킬 뿐 아니라,동시에 분 기를 고조시킨

다.5)

5)Amon,Reinhard.LexikondermusikalischenForm.(Metzler,JB,2011),

p.16

Ergebnis 'Motivisch-thematischer Arbeit,indem ein melodisches Motiv

geteiltundreduziertwird.DieseTeilung bzw.Abspaltung wirddannim

VerlaufdesStuecksmeistalsneuesundeigenstaendigesMotivverwendet

undev.weiterverwandelt.MeistwirddasKopfmotivabgespalten,moeglich

sind aberauch Binnen- und Endabspaltung.Abspaltungen und deren oft

sequenzierteWiederholungenaufengstem Raum fuehrenzurVerdichtungdes

SatzesundgleichzeitigzurSteigerungdesAusdru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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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음악 압슈팔퉁’은 작곡가가 처음에 제시한 모티 나 테마가 그

원형보다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 다른 모습으로 발 되는 다양한 과정

을 의미하며,결과 으로는 작품의 최고 정인 클라이맥스를 이끌어내

는 역할을 하는,음악 으로 매우 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원형에서

쪼개져 나온 조각들은 마치 세포가 핵분열을 하듯 그 크기가 차 작아

지다가 결국에는 소멸되어 사라지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

정에서 일어나는 조각들끼리의 새로운 결합 융합은 유기체 으로 음

악을 풍성하게 발 시켜 나가기 때문이다.

2.기 인 선율 변형

2.1.바흐의 2성 인벤션에서 나타난

가장 간단한 압슈팔퉁의 특징은 선율 요소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다.

라츠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J.S.Bach)의 2성 인벤션 6번 E장조 BWV

777(마디 9~15)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 다.

‘2마디 동기가 동형진행 되고난 이후에 압슈팔퉁이 나타나는데,마디

13부터는 동기가 1마디로 어들고,펼쳐진 3화음 형태의 당김음 리듬

동기만이 남아서 동기가 서로 붙게 되는데,펼쳐진 3화음은 차 순차하

행 음계로 바 며 연결된다.’6)

6) Erwin Ratz 'Einfuehrung in die Musikalische Formenlehre

(OesterreichischerBundesverlagWien)p.57BachE-DurInvention(Nr.6)中

(NachderSequenzdesZweitakterserfolgteineweitereAbspaltung,diezur

BildungeinesEintaktersfuehrt,dernurmehrdasSynkopenmotiventhaelt,

dassichthematischinTakt13nochmitdem zerlegtenDreiklangverbindet,

dann aber auf die Skala zurueckgreift und so Anfang und Ende

zusammenschlies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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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바흐의 2성 인벤션 6번 마디9~15

라츠의 (악보 1)를 살펴보면,주제의 변형으로 보이는 두 마디 동기

가 마디 9~10에서 등장한 후 마디11~12에서는 장2도 아래에서 모방형

태로 되어 동형진행된다.이후 마디13에서는 제시된 동기의 두 번째

마디에 해당하는 16분음표와 32분음표로 이루어진 음가가 간결한 동기가

생략되어 8분음표 당김음 리듬으로 펼쳐진 3화음의 동기만이 남게 되는

데,이것이 마디14부터는 화성의 유추가 가능한 펼쳐진 3화음의 음정들

이 아닌 순차 으로 하행하는 스 일로 바 며 진행되고 있다.

에서 살펴본 이러한 선율 변형은 압슈팔퉁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하

나의 로 살펴볼 수는 있다.하지만 이러한 단선율 인 시만을 통해

서는 화성의 진행이나 그에 따른 악곡 안에서 압슈팔퉁이 기여하는 역할

을 찾기가 어렵다.

2.2.베토벤의 교향곡 4번 B♭장조 Op.60에서 나타난

교향곡에서의 선율 변형에 의한 단순한 압슈팔퉁은 베토벤(L.van

Beethoven)의 교향곡 4번 B♭장조 1악장 마디65~76(악보2)에서 그 를

찾을 수 있다.

(악보 2)베토벤 교향곡 4번 1악장 65~76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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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악보는 1악장 제시부에서 제1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 제2주제이

다.마디65부터 시작되는 제2주제의 동기는 네 마디로 되어있는데,마디

69에서는 장2도 에서 같은 모방형태로 되어 한 번 더 연주되며

동형진행을 이룬다.마찬가지로 이후 마디73에서도 장2도에서 유사진행

이 이루어지는데,단 동기 뒷부분의 두 마디가 생략되면서 동기의 단

가 두 마디로 축약되고,마디75에서도 다시 한 번 장2도 에서 같은

형태로 두 마디로 축약된 동기가 반복된다.즉,4-4-2-2형태로 축약되

어가는 동기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지 까지 살펴본 부분에서 동기가 시작하는 음들을 살펴보면 B

♭→C→D→E 즉,장2도 음정으로 순차 으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기 축소와 음정 상승에 의해 악곡의 고조가 이루어지는 압슈팔퉁

이라 할 수 있다.이후 더블스탑에 의한 트 몰로에 크 센도가 요구되

어 악곡이 고조되는 상이 명확하다.즉,이 시에서는 먼 살펴본 바

흐의 2성 인벤션의 와는 다르게,압슈팔퉁에 의해 악곡이 고조됨을 알

수 있다.

(악보 3)베토벤 교향곡 4번 1악장 마디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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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율 진행에 의한 압슈팔퉁은 베토벤의 교향곡 4번 1악장

마디36~43의 다성부에 의한 유사진행에서 더욱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서주에서 제시부로 가기 한 일곱 마디 길이의 경과구(악보 3)를

살펴보자.마디36부터 제1,2바이올린에서는 2분음표와 4분음표의 붙임

에 의한 장음(長音),신속하게 다섯잇단음으로 순차상행하는 36분음표

묶음에 의해 이르게 되는 최종 A음 옥타 ,그리고 나머지 마디를 채우

는 쉼표들로 구성된 두 마디 단 의 동기가 차 으로 압슈팔퉁된다.

마디38에서부터는 루트와 바이올린군의 최고음이 기존 A에서 장3도

인 C음으로 바 고 오보에,클라리넷,호른,트럼펫,비올라의 음정

한 변한다.그리고 순차 으로 상행하는 다섯잇단음표 묶음의 음정 한

장3도 로 올라가서 모방되는 형태로 동형진행을 이룬다.

그러나 마디39부터는 이 서주부의 Adagio템포에서 Allegrovivace

템포로 악곡의 속도가 격하게 빨라지는데,이때부터는 2분음표와 4

분음표의 붙임 에 의한 장음이 생략되고,순차 상행하는 다섯잇단음표

한 4개씩→2개씩의 형태로 축약된다.이 부분에서 특히 주목할 은

마디37에 해당하는 첫 음을 제외한 나머지 3.5박의 쉼표가 마디39부터는

격한 템포변화의 향을 받아 4분쉼표 두 개로 어들며,마디41부터

는 이 4분쉼표 두 개마 8분쉼표 한 개로 축소된 것이다.즉,간격이 더

짧은 쉼표에 의해 동기 간 쉬는 간격이 차 어들고 더욱 촘촘해지는

압슈팔퉁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바이올린군을 제외한 나머지 트에서는 2분음표와 겹

4분음표의 붙임 에 의한 장음과 16분음표로 이루어진 붙 리듬이 마디

39부터는 생략된다.나아가 각 마디의 첫 박에 스타카토로 연주되는 4분

음표 하나만이 남게 되는데,이 한 마디41부터는 간격이 2분의 1로 촘

촘해지며 악곡이 격히 빨라지고 공간이 채워진다.즉,다성의 유사진행

에 의한 압슈팔퉁이 확인되는 지 이다.이 듯 마디36~42까지 일곱 마

디의 경과구는 다성의 선율 변형에 의한 격한 압슈팔퉁으로 작곡되었

다.이는 악곡을 제시부를 향해 몰아붙이며 어주는 형태로 이끌며,마

디43에서 시작되는 힘찬 제시부로 도입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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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텍스처 안에서의 압슈팔퉁

3.1바흐의 3성 인벤션에서 나타난

3성부 이상의 다성음악으로 넘어가면 편성이나 나열 순서 등의

텍스처 한 간과할 수 없는 압슈팔퉁의 요한 요소가 된다.라츠가

분석한 바흐의 3성 인벤션(신포니아)2번 c단조 BWV778의 마디23~27

(악보 4)를 보면 텍스처 안에서 나타난 압슈팔퉁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악보 4)바흐의 3성 인벤션 2번 c단조 BWV778의 마디 23~27

마디23을 살펴보자.제1성부의 4분음표와 8분음표의 조합으로 이루어

진 동기와,제3성부의 2분음표 붙임 에 의한 장음과 순차 으로 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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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행 진행하는 16분음표 스 일로 이루어진 하나의 동기가 같은

마디에서 성부별로 포진되어 있다.이 형태는 마디24에서 음정이 2도 낮

아진 채 다시 한 번 모방된 형태로 반복된다.이후 마디25~26을 거치며

제 3성부에서 등장했던 두 번째 동기가 동기의 머리역할을 하던 2분음

표 장음이 생략되고 순차 으로 상행 하행 진행하는 16분음표 스 일

의 진행방향이 되어 제 1,2,3성부에 순차 으로 등장하며 압슈팔퉁된

다.

마디26의 두 번째 박부터는 마디23의 제1성부에 등장했던 첫 번째 동

기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이번에는 4분음표가 생략되고 8분음표

만 남는다.그리고 마디23의 제2성부에서 보이던 이음 에 의한 당김음

과 결합된다.즉,제2-제1성부 순으로 순차 으로 나열되며 압슈팔퉁된

것이다.이 게 8분음표만으로 이루어진 생략된 두 번째 동기의 단편은

마디27에 이르러서 순차 하행진행 하기도 하고 된 형태로 제3성부에

등장하기도 하면서 압슈팔퉁은 마무리 된다.

살펴본 것처럼.이 게 나열된 동기들은 성부를 넘나들고 서로 불규칙

한 시 에 겹쳐지기도 한다.제각각 압슈팔퉁 되어가는 과정이

텍스처 안에서 펼쳐지는 인 것이다.이 부분에 련해 라츠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어서 등장하는 마디들에서는 압슈팔퉁들과 동기가 처분되는 상들

이 나타나며 원조의 딸림화음을 이끌어낸다.선행하던 동기는 한 마디

길이로 어들어 동형진행되며,이후에는 다시 반 마디로 어들며 해

결되는 과정을 거쳐 악곡은 종지부에 이른다.7)

7)In den folgenden Takten koennen wirdeutlich den Abspaltungsund

Liquidationsprozesswahrnehmen,derzurDonimantederHaupttonartfuehrt.

Zunaechstein Eintakter und seine Sequenz,dann wird das Geschehen

halbtaktigunderreichtdamiteinenweiterenGradderAufloesung,worauf

dieabschliessendeKadenzfolgt.

참조: Erwin Ratz 'Einfuehrung in die Musikalische Formenlehre

(OesterreichischerBundesverlagWien)p.106Bachc-mollInvention(Nr.2)中



-11-

이 듯,다성음악에서의 압슈팔퉁을 다루기 시작하면,자연스럽게 이

부분의 ‘화성 ’배경에 해 언 하게 된다(압슈팔퉁의 화성 은

다음 챕터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 라츠는 이러한 화성 역할을

토 로 바흐의 3성 인벤션(신포니아)2번 c단조 BWV778의 마디23~27

부분이 이후의 소나타형식에서의 발 부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다음과 같

이 주장하 다.

그런 에서 이 부분은 동기의 압슈팔퉁을 이용하여 악곡이 발 되

는 부분이다.이는 소나타형식의 발 부에서 동기를 처분하는 상이

나타나는 특징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그러나 의 악보와 소나타형

식의 발 부가 체 악곡에서의 역할과 그 의미로서 근본 인 차이

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이러한 개는 악곡을 통합,가속,

집결,농축,그리고 고조시키는 특징을 지니는데,이는 소나타 형식

의 발 부에서 주제나 동기를 통해 압슈팔퉁이 진행되는 것과 같다.

즉,끊임없이 계속되는 주제나 동기의 소멸 상이 진행됨에 따라 마

지막에 다다라서는 형체나 역할이 모호해지고 3성이 해체되어 가장

단순한 동기의 입자인 음정 한 개로 -그러나 5도 화성에 속하는 음

정으로 -단순해진다.8)

8) Es sei hier noch darauf hingewiesen,dass wohl zwischen dem

Entwicklungsteildes"Satzes",dersich jaauch einerAbspaltungstechnik

bedient, und dem Liquidationsprozess in der Durchfuehrung gewisse

Aehnlichkeiten bestehen,die aberden grundlegenden Unterschied in der

BedeutungundFunktiondieserbeidenTeilenichtvergessenlassenduerfen.

InderEntwicklunghandeltessichum einZusammenfassen,Beschleunigen,

Konzentrieren im Dienste der Steigerung; im Abspaltungsprozess der

Durchfuehrung hingegen um eineimmerweitergehendeAufloesung des

thematischmotivischen Materials, die schliesslich zur voelligen

UnverbindlichkeitdesselbeninGestaltvonLaeufen,Dreiklangszerlegungen,

WiederholungkleinsterMotivpartikelodereinzelnerToene(im Verweilenauf

derDominante)fuehren.

참조: Erwin Ratz 'Einfuehrung in die Musikalische Formenleh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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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베토벤 교향곡 4번 B♭장조 Op.601악장의 발 부에서

나타난

다성부에 의한 텍스처 안에서의 압슈팔퉁과,라츠가 주장한

‘곡을 통합,가속,집결,농축,그리고 고조시키는 소나타 형식의 발 부

의 특징’은 앞 챕터에서 다루었던 베토벤 교향곡 4번 1악장의 발 부에

서도 찾을 수 있다.마디306~333는 발 부의 마지막 부분으로서,재 부

로 넘어가기 한 경과구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이 부분의 트

(악보 5)를 살펴보자.

마디306마디부터 제1바이올린에서 앞선 서주에서 제시부로 가기 한

경과구에서 다루었던 장음과 신속하게 순차 상행되는 다섯잇단음표

네잇단음표의 조합에 의한 동기가 이곳에서 다시 한 번 등장한다.이들

은 앞 서주의 경과구 부분과 마찬가지로 3도 에서 다시 한 번 반복되

며 동형진행을 이룬다.이후 마디314부터는 빠른 상행진행과 장음의

치가 앞뒤로 바 는 형태로 동기의 가 이루어진다. 한 순차 상행

진행하던 다섯잇단음이 셋잇단음 두잇단음으로 축소되기 시작하고,

동기는 1마디 길이로 짧아진다.압슈팔퉁이 이루어진 것이다.이 때 동기

는 제1바이올린이 아닌 제2바이올린부터 시작되는데,즉 편성이 재배치

되면서 텍스처를 이용한 압슈팔퉁이 개되기 시작한다.

이후 제2바이올린을 시작으로 제1바이올린과 이 두 트는 축소된 한

마디 길이의 동기를 주고받다가 마디317부터는 비올라 트가 추가된다.

이때부터 동기 작업은 2성부에서 3성부로 두터워지는데,마디319부터는

첼로 트가 추가되고 제2바이올린이 빠지면서 역할을 분담하기 시작한

다.마디322부터는 동기의 장음의 음가가 온음표에서 2분음표로 어들

어 동기간의 간격이 반이 된다.

마디326부터는 제2바이올린이 다시 추가되고,동기간의 간격이 더욱

좁아진다.모든 동기의 시작 이 일치하여 옥타 유니즌을 이루며 악곡

의 분 기는 더욱 격앙된다. 한 마디326부터 두 마디 간격으로 주요

(OesterreichischerBundesverlagWien)p.106Bachc-mollInvention(Nr.2)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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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정이 규칙 인 상행을 이루게 되고,마디332부터 가세한 콘트라베이스

에 의해 악곡은 더욱 고조되어 재 부로 들어서게 된다.

(악보 5)베토벤 교향곡 4번 B♭장조 Op.601악장 마디306~333

살펴보았듯이,마디306~333의 경과구에서는 텍스처 안에서 순

서와 편성에 따른 압슈팔퉁이 이루어진다.단,이 부분의 동기들은 악곡

의 주조성인 B♭장조의 으뜸화음 구성음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화성

인 에서의 분석은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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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압슈팔퉁이 일어나는 화성 배경

압슈팔퉁은 앞에서 언 했던 로,‘악곡을 통합,가속,집결,농축,그

리고 고조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츠). 한 ‘음악 으로 주제의 작업

이 이루어지는 부분(주제나 동기가 순환되고 조되며 개되는 과정들)

이나 발 부의 구간’에서 주로 나타나는데(아몬),특히 다성음악에서는

‘동기가 처분되는 상들이 나타나며 원조의 딸림화음을 이끌어내는’화

성 특징을 지닌다(라츠).이 챕터에서는 라츠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분석 가운데 특히 음악 압슈팔퉁의 화성 배경에 한 언 을 살펴보

고,이러한 화성 배경을 심으로 고 교향곡으로 범 를 확 시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4.1.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에서 나타난

(악보 6)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번 f단조 마디1~9

의 악보(악보 6)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1번의 1악장 시작 부분

이다.두 마디 단 의 주제가 딸림화음에서 반복되고 이후 동기가 간소

화되고 촘촘해져서 반종지에 이른다.라츠는 이 부분에 해서 이 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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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 언 된 압슈팔퉁의 화성 특징을 상 의 시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이 시의 화성의 배치를 살펴보면 진행이 가속화되는 양상

을 나타내는데:

2+2+1+1+ 

+ 

+ 

+ 


f: I V I V I II 




V

이러한 계속 동기의 단 가 작아지는 상은,극 인 고조를 야기해

악곡을 최고정 에 다다르게 한다. 에 시는 V화성으로 머무는 반

종지로 마무리되는 형태인데,이것은 한 베토벤 Op2Nr3처럼 완

종지의 형태가 되기도 한다.이러한 빈번한 V화음으로의 반종지는

악곡의 분 기를 긴장시키고 진하듯 몰아붙이는 압슈팔퉁의 역할과

맥락을 같이한다.그러나 시의 ‘매우 고요하게’마무리되는 반종

지는,딸림화음으로 인한 악곡의 긴장이라는 통념을 거역하는 행 이

고(*16마디 길이의 열정소나타 주제부처럼),이러한 행 는 악곡의 다

음 부분과 연결시키는 여지가 된다.9)

9)DeutlichkoennenwirhierdieobenerwaehntenMerkmaleerkennen.Der

Beschleunigungsprozess in der harmonischen Disposition ist in diesem

Beispielbesondersklarersichtlich:

DiesesImmer-kleiner-Werden derEinheitenbewirkteben diedramatische

Steigerung zu dem Hoehepunkthin.Hieristesein Halbschlussaufder

Dominante,eskoenntenatuerlichaucheinGanzschlussaufderTonikasein,

wiez.B.inOp2Nr3,wiewohlderhaeufigeHalbschlussaufderDominante

schon auch mit dem vorwaertstreibenden Charakter des "Satzes"

zusammenhaengt,dem dasZur-Ruch-Kommenim Ganzschlussbiszueimem

gewissen Grade widerstrebt(siehe auch das als sechzehntaktiger Satz

gebauteHauptthemaderAppassionata),sodasssichinVerbindungmitder...

참조:ErwinRatz'EinfuehrungindieMusikalischeFormenlehre

(OesterreichischerBundesverlagWien)p.23Bachc-mollInvention(Nr.2)챕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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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의 주제에서도 압슈팔퉁이 도드라지

게 확인된다(악보 7).소나타 1번과 다르게,화성은 딸림화음에서 으뜸화

음으로 진행하여 완 종지를 이룬다.

(악보 7)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F단조 마디1~17

이 듯 압슈팔퉁이 반종지로 마무리 되느냐 완 종지로 마무리 되느

냐를 논한 라츠의 설명을 보더라도,다성음악에서의 압슈팔퉁은 화성

특징을 배제할 수 없다.특히 고 시 음악에서는 어떤 주제나 동기를

마무리 짓는 딸림화음에 의한 종지 부분에서 압슈팔퉁을 발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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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특히 소나타 형식에서 발 부는 주제나 동기의 발 을 통해 재 부

로 회귀되는 과정으로,주제는 물론 화성진행 한 원래의 조성으로 되

돌아오게 되는데(물론,후기의 작품들은 원조가 아닌 곳으로 재 되기도

한다),그 직 에는 종지가 존재한다.마찬가지로. 다른 주제로 가기

한 도약 조를 하게 되는 ‘경과구’도 종지를 한 화성 진행의 구

조를 갖게 된다.

4.2.베토벤 교향곡 3번에서 나타난 완 종지의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웅’1악장 마디23~36(악보8)는 제시부에서 제

1주제가 제시되고 개된 이후 다시 주제로 회귀되는 경과구의 과정이

다.이 부분은 압슈팔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완 종지’에 의한 화성

특징이 명확히 드러난다.

(악보 8)베토벤 교향곡 3번 Op.551악장 마디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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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은 서주부가 없으며,‘웅의 주제’가 p다이내믹으로 제시 된

후 그 주제가 발 되고 개되어 화려하고 폭발 으로 진행되는 작품이

다.그리고 이 게 주제를 ‘웅’스럽고 호기롭게 만들기 한 경과구 과

정에는 악곡을 고조시키는 방법인 압슈팔퉁이 잘 드러나 있다.동형진행

개에 의한 조 이후,마디23을 시작으로 발 된 주제의 단편으로 보

이는 2분음표와 4분음표 하행 조합의 두 마디동기와,헤미올라와 당김음

리듬으로 조합된 수직 인 코드진행의 두 마디가 결합되어 네 마디의 동

기를 이룬다.이는 마디27에서 다시 한 번 반복되는데,이번에는 화음 진

행의 음정이 달라지며 개된다.이 의 감7화음의 불 화음이 마디29에

서는 부속7화음의 제 3 형태로 화음을 이룬다.마디29의 화음은

B♭major7가 되는데,이는 악곡의 원조인 E♭장조의 딸림화음으로서

조성진행이 원조로 되돌아옴을 의미한다. 한 딸림화음으로서의 긴장감

을 조성한다.

마디31부터는 네 마디 동기의 앞 두 마디가 생략되어 리듬 코드진

행만이 계속되며 압슈팔퉁을 이룬다.그리고 이것이 한 번 더 반복된 이

후에는 경과구를 정리하는 두 마디 길이의 화성 완 종지가 이루어진

다.즉,4-2-1-1-1-1마디로 나 어진 14마디 길이의 경과구가 마무리 되

는 것이다.이 부분의 화성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완 종지를 확인

할 수 있다.

Bb: -
 

-  - -  -
 

- 

Eb: -  - -  -  -
 -I

이곳에서는 동기의 생략과 압축,크 센도와 헤미올라-당김음 리듬에

의해 강세의 간격이 촘촘해지는 상,그리고 화성진행의 간격이 촘촘해

지는 형태로 악곡이 고조되는 압슈팔퉁이 나타난다.즉,마디37에서 등장

하는 ‘웅의 주제’가 최고정 에서 화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몰아붙이

는,‘완 종지’에 의한 화성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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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모차르트 교향곡 39번 K.543에서 나타난 조의

앞서 기술하 듯이,압슈팔퉁이 일어나는 곳의 화성 진행은 비단 ‘완

종지’나 ‘반종지’에 의한 원조’로의 회귀 외에,‘조’과정의 형태에서

도 드러난다.다른 형태라도 ‘악곡의 고조’라는 같은 목 성을 가지고 화

성진행 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규칙 인 축약 발 이 이루어지는 형

태라면 이 한 압슈팔퉁의 화성 배경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최종

목 지가 ‘원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제로 동형진행나 동기의 개과정

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화성 진행의 패턴이 차 빨라지거나,촘촘해지

는 상을 통한 악구 고조방법에서 한 압슈팔퉁의 화성 특징을 확인

할 수 있다.이러한 특징에 의하면 압슈팔퉁은 발 부에서의 ‘회귀’를

한 과정이나 주제를 향한 경과구가 아닌,주제나 동기가 개되고 조

되는 과정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39번의 4악장을 살펴보자.스 르 풍의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4악장에서 마디16~41는 악장의 주제가 제시된

이후 주제의 변주로 이루어진 제2주제로 가기 한 부분이다.마디16~23

까지의 여덟 마디는 첫 번째 동기를 이룬다.마디24부터는 동기의 마지

막 두 마디가 생략되어 6마디로 그 길이고 어든다.마디30부터는 동기

의 머리 부분의 네 마디마 생략되어 두 마디 길이의 동기의 단편만이

동형진행의 형태로 네 번 반복된다.이 과정에서 조가 이루어지는데,

마디38부터 동기는 한마디 단 로 더욱 축소되며 악곡의 주조인 E♭장

조의 딸림화음조인 B♭장조의 반종지로 끝이 난다.

이 게 압슈팔퉁이 일어나는 지 은 딸림화음과 한 계가 있다.

다만 상 에서 기술한 로,다른 형태더라도 ‘악곡의 고조’라는 같은 목

을 가지고 축약 발 이 이루어지는 형태라면,꼭 원조의 ‘완 종지’

나 ‘반종지’가 아니더라도, 조의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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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모차르트의 교향곡 39번 KV.5434악장 마디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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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 악보(악보 9)를 살펴보면,화성진행에 따른 동기를 나

는 작업이 선율 , 인 에서의 동기분석과는 조 달라진다.특

히 마디28부터의 화성을 살펴보자.딸림화음과 으뜸화음으로의 해결에

의한 네 마디 단 의 동형진행이 규칙 으로 세 번 나타난다.

마디:28 30 32 34 36 37 38

Eb:  -  -


Bb:  -  -


F: -  -

이러한 상은 기존의 동기 분열에 의한 8-6-2-2-2-2-1-1-1마디로

나 었던 것과는 별도로,다른 형태로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 다.즉,

‘동기 제시 여덟 마디 -축약된 동기 네 마디 -딸림화음의 해결에 의한

네 마디 -동형진행 형태로 반복되는 네 마디 -동형진행형태로 반복되

나 뒷부분이 축약된 두 마디 -그리고 딸림화음의 해결과 7도 감화음이

반복되는 1+1의 두 마디’로 나뉘어,8-4-4-4-2-1-1형태로 동기의 축약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화성 인 요소를 배제시킨 채,단순히 선율이나

인 요소만으로 압슈팔퉁을 분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화성은

악곡 구성의 요한 요소로 간과할 수 없다. 인 에서 진

행했던 압슈팔퉁 분석이 화성 을 고려한 분석의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을 인식한다면,지휘자나 연주자는 악곡을 분석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의 시각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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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압슈팔퉁을 통한 교향곡 분석의 실제

1.모차르트 교향곡 40번 g단조 KV.550

1.1.기 인 선율 변형

못갖춘마디로 시작하는 선율과,모차르트의 흔치않은 단조교향곡으로

유명한 교향곡 40번은 여러 부분에서 압슈팔퉁이 존재한다.아래 악보

(악보10)는 제1주제가 정리되는 반종지 부분인데,같은 화성진행 안에서

장음과 단음간의 배치가 촘촘해지다가 주제가 마무리 된다.이때 2분음

표는 4분음표로 음가가 짧아진다.

(악보10)

한편,다음의 악보(악보11)는 제1주제가 제시되고 발 된 이후 제2주

제로 가기 한 종결 부분이다.따라서 1악장의 제시부와 재 부에서 조

성은 다르지만 동일한 형태로 존재한다.

(악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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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음표와 4분음표 스타카토로 이루어진 동기가 한 번 반복된 형태로

두 마디가 진행된다.그리고 이 두 마디는 다시 한 번 같은 화성으로 반

복되는데,이번에는 두 개의 4분음표 스타카토가 네 개의 8분음표로 쪼

개진다.이후에는 장음인 2분음표마 향을 받는다.즉,동형진행 형태

로 8분음표 네 개로 음의 간격이 촘촘해지며 격양되어 압슈팔퉁에 의해

마무리 되고 제2주제가 시작된다.

1.2. 텍스처 안에서의 압슈팔퉁

(악보12)모차르트 교향곡 40번 1악장 마디11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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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부의 두 번째 동형진행과정인 마디114~138(악보12)를 살펴보자.

32마디 길이인 이 구간의 악 트에서는 동기를 음악기군과 고음악

기군이 주고받는 가운데 동기가 축소되고 편성이 축소되는 형태로 압슈

팔퉁이 나타난다.즉 텍스처를 고려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마디114를 시작으로 제1주제의 모방으로 이루어진 네 마디 동기가 비

올라-첼로 트를 시작으로 제1,2바이올린 트로 서로 되어 주고받

는다.이때 e단조 → d단조 → C장조 → B♭장조 순으로 장2도씩 순차

으로 하행되며 조된다.마디130부터는 더 이상 편성의 분담은 이루

어지지 않으며 동기가 두 마디로 축소되어 계속 된다.마디134부터

는 제2바이올린에서도 동기가 나타나지 않으며 반종지에 의해 발 부의

세 번째 동형진행 개구간으로 넘어간다.

이러한 편성의 에 의한 동형진행 동기의 압슈팔퉁은 4악장(악보

13)에서도 나타난다.마디220부터 두 마디 단 의 동기가 제1,2바이올린

트에서 네 번 동형진행한다.마디229부터는 비올라,첼로,베이스 트

의 음부로 편성이 되어 세 번 동형진행,그리고 마디235부터 다시

제1,2바이올린이 두 번 동형진행 되는데,마디239마디부터는 두 마디 단

의 동형진행 동기가 한 마디 길이로 축소되어 반복된다.즉,1악장의

마디114~138구간과 비슷한 형태로 동기의 편성이 분산되고 동형진행의

횟수가 축소되는 형태로 압슈팔퉁이 이루어진 것이다.이후 호른 트에

서 편성의 확장과 음가의 축소 상으로 압슈팔퉁이 이루어지며 딸림화음

에 의한 반종지로 이 구간이 마무리 되고 새로운 주제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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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3)모차르트 교향곡 40번 4악장 마디 2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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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압슈팔퉁이 일어난 부분의 화성 배경

(악보14)모차르트 교향곡 1악장 마디88~99

마디88~99(악보 14)는 제시부가 종결되는 부분으로, 화음 배열 간격

이 촘촘해지는 가운데 일어나는 압슈팔퉁이 특징 이다.I-IV-V에 의한

완 종지의 화음진행이 이루어지는데,마디88를 시작으로 세 마디에 걸

쳐 완 종지에 의한 동기가 이루어지고 한 번 더 반복된다.마디94에서

는 8분음표들의 도약 순차 진행에 의한 동기의 앞 두 마디가 생략

되고 오로지 4분음표 네 개로만 이루어진 동기의 세 번째 마디의 형태만

다시 한 번 반복된다.이때 이 의 딸림화음은 해결되지 않고,vi화음으

로 연결된다.

마디95부터는 반복 인 으뜸화음-딸림화음 진행에 의한 제시부의 마

무리가 시작된다.으뜸화음과 딸림화음이 각각 두 박자 단 로 번갈아

나오다가 마디98에서는 각각 한 박자 단 로 화성 리듬이 짧아진다.

이러한 압슈팔퉁으로 악곡은 더욱 고조되며 결국에는 완 종지로 제시부

가 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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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보았듯이,열 두 마디에 걸쳐 펼쳐진 이러한 화성진행의

반복과 그간에 행해지는 압슈팔퉁은 완 종지가 강조되는 역할을 한다

즉,총 198마디(99마디x2회 반복)길이의 제시부를 명확히 종결짓는 확실

한 종지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1.4.발 부의 압슈팔퉁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1악장의 발 부는 총 64개 마디로 이루어져 있

다.그리고 그 안에는 총 네 개 타일의 동형진행구간과 경과구가 있다.1

악장 발 부에서 특히 여겨보아야 할 은 발 부 모든 구간의 동형진

행 동기가 악곡의 가장 요한 역할을 하는,못갖춘마디로 시작한 제1주

제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이 제1주제는 발 부를 통해 꾸 히

변화, 개되며 동기 축약에 의한 압슈팔퉁틀 통해 발 부 체의 통일

성을 마련한다.

네 마디 길이로 되어 있는 ‘못 갖춤의 주제’에 의한 발 부의 동기는

마디103을 시작으로 제1,2바이올린 트에서 순차 하행되며 세 번 동형진

행된다.그리고 앞선 챕터에서 다루었던 마디114부터의 두 번째 동형진

행 타일부터는 그 역할을 비올라,첼로,베이스-제1,2바이올린 트가 나

어서 네 번 동형진행시킨다.마디126부터는 ‘못 갖춤의 동기’가 두 마

디 길이로 축소되며,세 번 동형진행,그리고 마디136부터는 동기의 음정

이 단 두 개로 간소화 되어 압슈팔퉁이 이루어진다.

발 부 동형진행타일의 세 번째 구간인 마디140부터는 트 편성이

축소된다.제1바이올린만 남으며,마디141에서는 동기가 조 더 축소된

된 형태로 목 악기 트에 되어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네 번 반복된

다.이후 마디149부터 다시 나머지 트가 합류하는데,마디150의 목

악기군에서는 동기가 더욱 축소되어 음정 세 개만 남는 형태가 된다.

발 부 동형진행 타일의 마지막 네 번째 구간인 마디154부터는 갑자

기 편성이 확장되어 투티로 진행된다.이 때,앞서 세 개의 음정만으로

축소된 동기가 요한 요소가 되어 각 마디마다 등장한다.마디16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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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간격이 더욱 촘촘해지며,한 마디에 동기가 세 번이나 들어선다.

마디162부터 다섯 마디 구간은 재 부로 가기 한 경과구이다.동기

의 요소들을 이용하여 반음계 순차 하행에 의한 동형진행으로 이루어

져 있다.다음(악보 15)은 발 부에서 나타난 동기의 압슈팔퉁과 다양한

변화 과정을 보여 다.

(악보15)발 부에서 나타난 동기의 압슈팔퉁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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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동기 축소에 의한 압슈팔퉁과 개작업은 이후 베토벤이나

람스의 교향곡들에서는 물론,교향악의 발 이 꽃을 피운 낭만시 특히

동기작업의 특징이 도드라지는 말러의 작품에서 복수 으로 다양하게 나

타나게 된다.

2.베토벤 교향곡 2번 D장조 Op.36

베토벤의 교향곡부터는 작법이 더욱 발 됨에 따라 압슈팔퉁의 선율

, ,화성 요소를 동시에 다발 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따라서

상 챕터에서처럼 각 항목별로 정리하는 방법은 복 인 내용이 무

많이 다 지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베토벤의 여러 교향곡들을 분석하던

과정에서 특히 교향곡 2번은 ‘압슈팔퉁에 의한 교향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특히 1악장은 거의 모든 부분이 압슈팔퉁으로 이루어져 있었

다.이러한 이유로 베토벤의 아홉 개의 교향곡 교향곡 2번을 선택하

기에 이르 다.

2.1.제시부의 압슈팔퉁 분석

베토벤 교향곡 2번은 제1주제의 첫 개과정부터 압슈팔퉁이 나타난

다.총 네 마디 길이의 제1주제가 마디38부터는 5도 아래에의 음정에서

(그러나 2도의 조성권에서)반복된다.그런데 네 마디 동기의 단 가 다

채워지는 듯 보이지만,마디41부터 목 악기군에서 주제동기의 변형이

오버랩 형태로 등장하여 네 마디의 동기 단 가 세 마디로 축소된다.마

디41부터 동기의 변형은 2분음표의 장음은 유지된다.그러나 동기의

네 번째 박자에 등장하는 이음 에 의한 네 개의 16분음표가 4분음표 한

개로 단순해지고,다음마디로의 음정의 변화 역시 장3도에서 반음계

상행에 의한 장2도로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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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6)베토벤 교향곡 2번 1악장 마디34~46:제시부 제1주제의

개과정

마디42에서는 주제의 세 번째 마디에 해당하는 4분음표 두 개씩 풀어

진 Dmajor3화음의 형태가 등장하는데,이번에는 3도의 음정으로 하행

하는 것이 아니라,2도씩 하행하며 음정의 간격이 좁아진다.마찬가지로

한 마디 먼 나오는 베이스의 동기는 주제 동기가 더욱 축소시킨다.

마디43부터는 2분음표의 장음과 4분음표 단음으로 이루어진 주제동

기의 변형이 음정변화가 없어지면서 더욱 단순화된다.한편,마디44부터

는 동기의 음가가 역행 된 형태로,당김음 리듬에 의한 순차하행 동

기가 두 마디에 걸쳐 나타난다.마디46에서는 완 종지가 이루어지면서

주제의 첫 번째 개가 끝이 난다.이 부분에서는 동기의 단 가 축소되

고 간격이 촘촘해짐에 따라 화음의 배열간격 한 촘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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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마디34~46까지 열 세 마디에 걸친 제시부 제1주제의 개과정

은 동기의 축소에 의한 선율 인 압슈팔퉁과,동기가 목 악기군으로

면서 발생하는 인 압슈팔퉁과,화성진행의 배열이 촘촘해지는

상의 화성 압슈팔퉁이 모두 이루어지는 부분이다.이러한 복합 인

요소에 의한 압슈팔퉁 상은 베토벤의 경우부터는 거의 모든 압슈팔퉁

과정 에 발생한다.

완 종지에 의해 마디47부터 다시 제1주제의 동기가 시작되는 부분을

살펴보자(악보17).마디49에서는 2분음표가 4분음표로 음가가 짧아지

는 형태로 첫 마디의 동기가 압슈팔퉁되고 제시부에서는 처음으로

sforzando가 요구된다.마디47~52까지는 여섯 마디가 하나의 단락을 이

루고,마디53부터는 앞 단락의 첫 소 에 해당하는 2분음표와 이음

에 의한 네 개의 16분음표의 주제동기가 생략되어 단락이 네 마디로

어든다.마디55부터는 조성이 단조로 바 며,주제의 단락이 두 마디로

축소되어 진행된다.이 의 딸림화음에 의해 d단조에서 주제의 동기가

나타나고,마디59에서는 d단조의 나란한조인 B♭장조로 조되어 동형

진행된다.

(악보17)1악장 마디43~56:제시부 제1주제의 개과정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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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8)1악장 마디57~60:제시부 제1주제의 개과정2-2

한편,마디57~60구간(악보 18)을 살펴보자.마디49와 마디53에 등장했

던 sforzando가 악기의 음부-제1,2바이올린- 악기 트 순으로

되고,마디60마디 제2바이올린에서 두 번 더 등장한다.이는 sforzando의

요소를 놓고 간격이 촘촘해지는 형태로,큰 그림으로 봤을 때 마디

47~60구간을 sforzando의 요구로 인한 음악 강세의 간격이 촘촘해져

악곡이 더욱 격앙되는,일종의 압슈팔퉁으로도 주장할 수 있다.

마디61~71(악보 19)는 직 의 압슈팔퉁에 의해 악곡이 더욱 고조된

채 fortissimo의 다이내믹으로 최고정 을 이루며 연주되는 제1주제와

제2주제 사이의 열한 마디짜리 경과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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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9)1악장 56~71마디 :제1주제와 2주제 사이의 경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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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61에서 제1,2바이올린이 네 마디 단 의 동기를 연주하는 사이

루트가 합류한다.그리고 마디65에서 다시 한 번 반복될 때부터는 호른

트가 합류,마디67부터는 목 악기군이 합류하여 편성의 확장에 따른

악곡의 고조가 일어난다.마디67부터는 비올라,첼로,콘트라베이스의

악기 음부에서 동기가 다시 한 번 등장하여 동기간의 간격이 촘촘해지

는 형태로 압슈팔퉁이 나타나는데,이 때 미처 네 마디의 동기를 마치지

못한 제1,2바이올린에서는 이 의 8분음표 진행이 16분음표로 쪼개지면

서 촘촘해진 음가로 인해 악곡이 더욱 고조된다.마디69~70에서는 딸림

화음과 증6도 화음간의 화성 간격이 촘촘해지는 형태로 화성 요소에

의한 압슈팔퉁이 야기된다.이후 마디71~72에서는 완 종지가 이루어지

며, 마디73부터는 제2주제가 시작된다. 한 마디65부터 나타난

sforzando의 간격을 살펴보면 상 에 다루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강세

의 간격 한 촘촘해지며 다이내믹의 압슈팔퉁이 일어난다.

한편,제2주제 구간인 마디73~101는 세 개의 압슈팔퉁이 나타난다.마

디73을 시작으로 클라리넷,바순 트에서 네 마디 길이의 제2주제가 나

타나는데,이것이 마디77부터는 제1,2바이올린에서 fortissimo다이나믹

으로 강하게 주제로 등장하여 총 여덟 마디간의 주제와 주제에 의한

동기 단 를 이룬다(악보20).한편 마디81부터 다시 시작하는 제2주제를

살펴보면,이번에는 루트 트가 추가되어 편성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제1,2바이올린의 트릴에 의한 편성의 확장이 이루어져 악곡이 조 더

화려해진다.마디85에서 제1,2바이올린이 보여주는 주제는 마디77에서

나타난 동기의 리듬이 더욱 발 된 형태로 나타난다. 한 마디81에 해

당하는 딸림화음의 마디가 생략되면서 압슈팔퉁이 일어난다.

(악보20)제2주제에 의한 주제의 발

77~79마디

85~87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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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마디88~95의 여덟 마디는 악기 음군인 ‘비올라,첼로,베이

스’ 트를 시작으로 루트,오보,제1바이올린으로 옮겨지는 형태로 편

성의 확장이 일어나고,마디92부터는 2분음표가 생략되어 동기와 화성간

의 간격이 촘촘해진다.마디95에서는 클라리넷과 호른 트의 음정이 옥

타 로 나 어지고 니까지 가세하여 편성의 확장에 의해 악곡이 더

욱 고조된다.마지막으로 마디96~101는 화음배열의 간격이 촘촘해지고

화성진행이 불 화음으로 극단 으로 치달으며,7도 감7화음의 불 화음

으로 화성진행이 종결되지 않은 채 제2주제부를 마무리한다.

(악보21)1악장 마디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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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2)1악장 마디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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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3)1악장 마디96~105마디

제시부의 종결부가 등장한다.마디102부터 마디107까지는 악기군에

서 이음 에 의한 16분음표 4개 동기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D-E-F-G-A-B-C로 2도씩 순차 으로 동형진행하며 상승해가고,동기

간의 간격이 마디105부터 더욱 촘촘해지다가 마디107의 마지막부분에는

루트로 편성이 확장되어 옥타 로 더블링된다.이후 sforzando로

연주되는 온음표의 7도 하행도약과 완 종지에 의해 단락이 한번 정리된

다.

두 번째 압슈팔퉁의 단락으로 넘어가는 마디112부터는 제1주제와 유

사한 형태의 2분음표와 16분음표 이음 의 동기가 간격이 차 촘촘해

져서 상승하여 고음에서 폭발한 후 4분음표로 하행하는 4마디의 단락이

반복된다.마디120부터는 화음배열의 간격이 더욱 촘촘해지고 마디124부

터는 화성진행이 더욱 생략되어 5도 화음과 sforzando에 의한 불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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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속 감7도7화음만이 반복 으로 등장한다.이 게 화음배열간의 간

격이 더욱 촘촘해진 후에는 드디어 마디126부터 딸림화음 화음권에서 제

시부의 종지부가 등장한다.이 듯 제시부는 몇몇 종지와 제시부의 마지

막 종지부를 제외하고는 악곡이 부 선율 , ,화성 요소에 의

한 압슈팔퉁으로 구성되어있다.

(악보24)1악장 102~129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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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발 부의 압슈팔퉁 분석

발 부는 총 다섯 개의 구간으로 나 수 있다,다섯 개의 모든 부분

에 제시부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압슈팔퉁이 존재한다.첫 번째 구

간은 마디138~145(악보23)까지 총 여덟 마디로 이루어진 짧은 구간이다.

d단조로 시작되는 제1주제를 이용한 네 마디의 기본동기와 두 마디씩으

로 축약된 동기가 2번 반복된다. 한 음정이 순차 으로 상행하는 동형

진행이 이루어지며 g단조로 조되며 마디142부터는 crecendo가 요구

되어 악곡이 격앙되며 압슈팔퉁이 이루어진다.

(악보25)1악장 136~146마디

마디146~157까지는 발 부의 두 번째 구간이다(악보24).두 마디씩 주

제 동기의 단편이 악기의 음부와 고음부에서 번갈아가며 나타나 동

형진행 되는데,이때 화음은 5도씩 하행한다.마디153부터는 목 악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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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기가 모방되기 시작하고,마디154부터는 호른,트럼펫의 악기

가 추가되어 편성이 확장되며 악곡이 고조되며,두 마디단 의 동기가

한 마디로 축소된다.이때 이 에 두 마디 간격으로 5도씩 하행하던 화

음진행이 동기가 축소되어 동형진행의 간격이 한 마디 단 로 바뀜에 따

라 한 마디 단 로 화음의 배열 한 짧아진다.결국,동형진행에 따라

조성이 G-C-F-B♭-E(g)-A-D-G로 순차 으로 5도 하행되어 다음 구

간인 C장조에 도달한다.

(악보26)1악장 140~157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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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세 번째 구간 마디158~181(악보25)은 동형진행과 동기의 축약

이 이루어지는 마디158~165와,5도 하행 동형진행으로 이루어진 마디

166~169,이 구간의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는 마디170~177,마지막으로

경과구의 역할을 하는 마디178~181까지 총 네 개의 타일로 나 수 있

다.

첫 번째 타일인 마디158~181은 이 의 압슈팔퉁과 5도 하행하는 화음

진행에 의해 악곡이 고조되어,C장조로 안착된 채 마치 악곡이 최고 정

에 다다른 것처럼 ff의 다이내믹으로 진행된다.그리고 동시에 이곳에

서는 다시 새로운 동형진행과 압슈팔퉁이 시작된다.그런데 동형진행

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마딧수는 2-2-1-1-1-1마디 단 로 축소되고,

베이스는 C-B-B♭-A-Ab-G,즉 반음계 하행의 형태로 화성을 진행

시킨다. 한 마디164부터는 니가 추가되어 편성의 확장에 의해 악

곡이 더욱 고조된다.

(악보27)1악장 158~16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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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8)1악장 165~178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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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65까지 악곡은 고조된다가 마디166부터는 5도 하행 동형진

행에 의한 경과구 형태가 네 마디에 걸쳐 진행된다(악보26).이 부분은

sf와 제1바이올린의 동기가 생략되어 어 보기엔 진행이 주춤하는 듯

보일 수 있다.그러나 트의 고음에 의한 트 몰로와 호른 트의

도 있는 붙 리듬에 의해 악곡의 고조 상이 지속되는 이 부분은 하

나의 압슈팔퉁의 구간이라 할 수 있다.

발 부 두 번째 구간의 세 번째 타일인 마디170~177의 여덟 마디는

이 두 번째 구간의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모든 악기가 등

장하며 주제의 동기와 역행 된 동기가 동시에 등장하여 공간이 꽉 채

워지는 것처럼 농축되어 있다.이 부분은 특별한 압슈팔퉁의 과정은 없

으나,상 기술하 던 악곡의 축약,고조에 의한 압슈팔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여덟 마디 내내 G장조의 딸림화음7으로 진행된다.

이후 네 번째 타일 격인 마디178~181(악보27)는 발 부의 다음 구간

으로 넘어가기 한 경과구이다.이 동기의 장음인 2분음표가 생략되

어 동기의 요소가 소멸되고 집되는 형태로 마무리 된다.

마디182(악보27)부터는 제시부 제2주제가 다시 등장한다.발 부의 세

번째 구간인 마디182~197(악보27과 악보28)까지는 제2주제에 의한 동기

의 축소와,동기의 세 번째 마디에 해당하는 네 개의 4분음표가 8분음표

셋잇단음으로 발 된다.음가의 간격이 촘촘해진 것이다.이러한 발 은

마디196에 이르러서는 16분음표 네 개로 구성된 트 몰로로 리듬 간격을

더욱 촘촘히 만든다.마디182~185의 네 마디짜리 제2주제 동기는 186마

디부터는 두 마디로 축소되는데,이후 마디196부터는 한마디로 더욱 축

소되어 동기의 요소가 소멸되는 형태로 압슈팔퉁이 이루어진다.동기가

두 마디로 축소된 이후로는 동형진행이 이루어진다.이때 음정이 장2도

씩 순차 으로 상승하여 G-A-B-C#의 조성으로 조가 이루어지고 마

디197에서는 루트와 제1바이올린이 6도로 도약하여 체 인 구간이

고음을 향해서 치달으며 악곡이 더욱 고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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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9)1악장 179~197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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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0)1악장 마디19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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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부의 마지막 구간인 마디198~211(악보29)까지는 발 부가 정리되

는 구간으로서 f#단조의 딸림화음-으뜸화음이 반복되다가 동기의 축약에

의해 으뜸화음이 생략되고 딸림화음만 남는다.즉,화음배열의 간격이 촘

촘해지고 격양되어 반종지로 발 부가 마무리되는 것이다.이후 마디212

부터 네 마디 동안은 원조로의 귀소 상에 의한 경과구가 이루어지며,

마디216부터는 재 부가 시작된다.

2.3.재 부의 압슈팔퉁 분석

재 부는 제시부와 동일한 형태로 개되다가,마디310부터 339까지는

코다를 향한 경과구이며,이후 마디340부터 코다가 등장한다.경과구에는

두 개의 압슈팔퉁의 구간이 형성되는데,마디310~315까지 여섯 마디의

짧은 첫 번째 구간과 마디316~339의 두 번째 구간이다.

(악보31)1악장 마디3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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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310부터 제2바이올린-제1바이올린 순으로 제1주제의 이음 에 의

한 4개의 16분음표 동기가 나열되고 마디311에서 sf에 의한 4분음표 하

행 제1바이올린과 목 악기군의 2분음표와 4분음표에 의한 단2도

상행의 동기가 두 마디에 걸쳐 나타난다.이후 마디312에서 한 번 더 반

복된 후,마디314부터는 동기가 한마디로 축약된다.특히 이 부분에서는

비올라,첼로,베이스 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 의 마디310~311의

두 마디에 걸쳐 개되던 동기의 음가가 반으로 짧아져서 마디314부터는

한 마디 단 로 동기의 개과정이 2배로 빨라진다.이때 동형진행은

D-E-F#-G음정으로 상승하며,이에 따라 음악은 더욱 고조된다.

(악보32)1악장 마디312~320

마디316부터는 새로운 구간으로 볼 수 있다.제2바이올린과 비올라

트에서 두 마디 단 주제의 동기와 완 종지에 의한 여섯 마디가 마디

322에 다시 한 번 반복된다(악보32).그리고 마디326부터는 완 종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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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반음계 화성진행에 의한 연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4-2-2-2마

디 순으로 동기가 축약되고 화성진행의 간격이 촘촘해지면서 압슈팔퉁이

일어난다.그 게 악곡이 고조된 상태에서 마디336~339에서는 완 종지

에 의해 악곡이 정리되어 코다로 넘어간다.

(악보33)1악장 마디321~333

마디340부터 시작되는 코다는 제1,2바이올린의 도약과 sf에 의한 상행

진행 화성이 풀어진 형태의 8분음표 하행에 의한 4마디 단 의 동기

가,마디344에서 반복될 때는 부 리듬으로 발 되어 악곡이 격양되어지

고 마디348에서는 두 마디가 생략되어 코다에서마 압슈팔퉁이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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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4)1악장 마디33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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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베토벤 교향곡 2번을 분석해 본 결과,악곡의 거의 모든 부

분에서 압슈팔퉁이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이 발견되는데,즉 악곡

이 끊임없이 발 되고 고조되어 목 지를 향해 치달아 마치 악곡 체가

어떠한 정 을 향해 갈구하며 몰아붙이는 듯 한 베토벤 교향곡의 성격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에서 분석을 통해 지휘자로서 특히 이 곡에서

요하게 치부해야 될 은 정확한 다이내믹의 처리라 여겨진다.끊임없

이 고조되고 격양되고 발 되는 성격의 이 곡을 지휘할 때 자칫 다이내

믹 처리를 과장되게 하거나 잘못 계산할 경우,악곡의 모든 부분이 그

시끄러워지기만 할 수 있고,악곡의 방향성과 목 성을 상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분석을 통해 압슈팔퉁의 구간을 살펴보고,구간별 요

도를 정리함에 따른 다이내믹 고 차를 명확히 계산하고 설정하여,악곡

의 고조 상과 그에 따른 결과물인 최고정 의 명확한 설계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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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람스 교향곡 4번 E단조 Op.94

J.S.바흐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의뢰받아 작곡된 람스의 네 번째

교향곡 Op.94 한 여러 곳에서 악곡의 고조에 의한 압슈팔퉁이 등장한

다.자유로운 세 나데 형태인 이 곡을 분석해보면 구조 정 함이 돋

보이는데 특히 압슈팔퉁의 으로 연구할 경우,해석이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상 세 가지 요소로 나 어놓은 압슈팔퉁의 성질이 모차르트

에서는 부분별로 요소별 특징에 의해 나타났고,베토벤에서는 복수 요

소에 의해 악곡의 거의 모든 부분에 압슈팔퉁이 드러났다면, 람스에서

는 동기의 규모가 더욱 커져서 큰 덩어리로서의 압슈팔퉁이 확인된다.

3.1.제시부의 압슈팔퉁 분석

서주 부분 없이 바로 제시부(Exposition)으로 시작되는 제1악장의 첫

번째 period는 총 18마디로 이루어져있다.이 부분을 분석의 용이함을

하여 총 여섯 개의 타일로 나 어 보았다.

(악보35)1악장 마디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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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6)1악장 마디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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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갖춘마디 형태로 시작하여 마디1~8까지가 같은 형태로 보이지만,

화성 진행 간에 두 개의 구간으로 나 수 있다.첫 네 마디인 타일(1)은

I-IV-V-I의 형 인 완 종지 형태,마디5~8의 타일(2)는 C→G→D→A

의 2번에 걸친 5도 상행 동형진행이 이루어진다. 한 제1,2바이올린

트에서 연주되는 제1주제는 타일(1)에서는 B-G-E-C-A-F#-D#-B로 3도

씩 하행을,그러나 타일(2)는 E-G-B-D-F-A-C로 3도씩 상행을 하면서

음정 진행의 차이를 보인다.

이후 마디9~12에 걸친 타일(3)은 비올라,첼로 트의 내성간의 반주

역할의 펼친화음형태가 유지되면서 한편으로는 제1,2바이올린에서 새로

운 형태의 동기가 등장하여 반복되며 동형진행이 이루어진다.이 때 베

이스 근음의 나열 간에 반음계 상행진행이 이루어져 악곡이 고조된다.

이는 마디13~14의 타일(4)에서도 꾸 히 진행된다.타일(4)에서는 타일

(1)과 타일(2)의 제1,2바이올린의 동기와 유사한 이음 과 도약에 의한

형태의 동기가 나타나는데,음가가 이 의 반으로 어 간격이 촘촘해

지는 압슈팔퉁의 형태가 보이며,상행도약이 생략되어 하행도약에 의한

동기만 남는다.

한 비올라,첼로에서 8분음표 네 개에 의한 반주역할의 펼친화음이

마디13부터는 8분음표 3개+2개의 조합으로 축소된다.이후 마디15~16의

타일(5)에서는 타일(4)와는 조 인 장음 주의 음가 확 가 이루어진

다.특히 마디16에서는 매우 불 한 반감부속딸림9화음이 등장하여 악곡

을 더욱 긴장시키고,마디17~18의 타일(6)에서는 완 종지에 의해 처음

열여덟 마디의 period가 종결된다.특히 마디17에서는 최 로 모든 악기

편성이 정확히 동시에 연주되면서 강세의 정리 한 일어난다.즉, 람

스 음악의 가장 요한 특징인 리듬 구조인,강세의 불규칙함과 일치

시킴을 통해 구간의 정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것이다.따라서 지휘자는

마디16~18의 불 화음에 의한 긴장과 완 종지에 의한 이완 강세가

정리되는 이 구간의 특징을 이용하여 약간의 시간과 음악 호흡을 통해

악곡을 정리할 수 있다.



-54-

(악보37)1악장 마디14~20

마디19부터(악보37)시작되는 두 번째 period는 첫 번째 period의 반복

역할을 수행하지만,타일(6)에 해당하는 종지가 생략되고 동기가 발

되는 형태로 압슈팔퉁을 이룬다.마디19부터는 타일(1)과 타일(2)에 등장

했던 제1,2바이올린의 옥타 에 의한 제1주제가 8분음표 옥타 도약에

의한 형태로 음가의 축소 배열이 촘촘해지면서 음악이 개되고,제2

바이올린-제1바이올린 순으로 단일 트가 역할을 수행하며 주고받는다.

한 타일(1)과 타일(2)에서 약박에 4분음표에 의한 화음으로 연주되

던 목 악기군의 역할을 마디19부터는 첼로,콘트라베이스의 음 악

기 트로 역할이 분담된다.제1period의 비올라와 첼로에서 담당하던 8분

음표 4개에 의한 반주역할의 펼친화음 한 순차 으로 하행하는 8개의

8분음표 형태로 발 되어 이번에는 비올라와 목 악기 트에

되어 편성이 변화되며 주고받는데,이 때 leggiero연주기법으로 악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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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성과 생기가 더해진다.이 펼친화음요소의 발 된 형태는 타일(2)의

반복인 마디23부터 다시 발 되는데 이때부터는 두 개의 화음형태로

나뉘고,음정의 진행방향에 변화가 생겨서 펼친화음의 발 된 형태가 더

이상 반주의 역할뿐만이 아닌 다소 선율 인 양상을 보인다.이러한 요

소는 악곡을 더욱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따라서 지휘자는 마디19부터

변형된 펼친화음요소의 특징을 살려,선행되던 첫 번째 period보다 이 부

분을 조 더 도드라지게 표 하여 음악 인 변화를 수 있다.

타일(3)의 반복구인 마디27~30까지는 오보와 클라리넷 트의 역할이

바 것을 제외하고는 1period와 구조 으로 큰 변화는 없다.그러나 반

음계 상행 진행했던 베이스 라인이 2period의 타일(3)에서는 반음계

하행진행으로 음의 진행방향 화성진행의 차이 이 발생하고 한 타

일(3)의 네 번째 마디에 해당하는 마디30에 decrescendo가 사라지고 계

속 으로 crescendo를 유지한 체 타일(4)의 반복구인 마디31~32로 들어

선다.1period에 비해 다소 격양된 분 기에서 연주되는 2period의 타일

(4)에서는 제2바이올린과 비올라 트에서 쉼표가 사라지고 8분음표 네

개로 펼친화음요소의 변형이 다소 두터워진다.이러한 차이 한 선행

되던 1period에서 악곡이 발 된 형태라 할 수 있으며,지휘자는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악곡을 고조시킴은 물론 음악 다채로움을 취할 수 있

다.

(악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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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9)

(악보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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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의 진행은 1,2period간의 간극이 극히 다.그러나 마디33부

터는 명확한 차이 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본격 인 압슈팔퉁이 시작된

다.마디33에서는 기존의 순서 던 타일(5)가 연주되지 않고,다시 한 번

타일(3)의 변형이 연주된다.제1,2바이올린이 연주하던 제1주제의 첫 박

에 연주되던 2분음표의 음가가 4분쉼표+4분음표 형태로 음가가 축소되

어 당김음 리듬으로 발 된다.

(악보41) (악보42)

(마디9~,27~ 제1,2바이올린) (마디33~ 제1,2바이올린)

한 제1,2바이올린이 옥타 유니즌으로 연주되었던 이 과는 다르게

3도 음정으로 연주되기 시작한다.이 부분부터 타일(1)과 타일(2)가 생략

되고 타일(3)과 타일(4)만 반복되면서 동기간의 압슈팔퉁이 일어난다.마

디39부터는 타일(3)마 생략되어 타일(4)만이 반복되는데,제1바이올린

의 역할과 첼로베이스의 역할이 서로 바 며 편성의 변화가 일어난다.

한 마디37~38에서는 4분음표와 8분음표가 당김음 리듬으로 바

면서 동형 진행되는 새로운 형태의 동기가 제2바이올린과 비올라에서 나

타난다.이는 마디37~38의 제1,2바이올린의 하행하는 동기와 펼친화음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이러한 리듬형태는 타일(4)의 반복인

마디39~40에서 악기군으로 되어 악곡은 더욱 격앙된다.이 구간에

서는 트럼펫까지 추가되어 편성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이후 마디41부터는 4분음표와 8분음표의 하행도약에 의해 동기와 8분

음표로 펼친화음요소가 잠시 합쳐지는 듯 보인다.그러나 마디42~43에

걸쳐 동기간의 간격이 차 촘촘해지는 형태로 압슈팔퉁이 형성된다.최

종 목 지라 할 수 있는 마디44에 들어서면,이 부분 한 앞선 타일(6)

의 성질과 마찬가지로 모든 악기군의 강세가 1박에서 정확히 일치되며

악곡을 정리한다.b단조의 종지(G장조)로 악곡이 정리되는데,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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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period 2ndperiod 3rd 4th 5th cadenz

(1,2,3,4,5,6) (1,2,3,4) (3,4) (4) (4,4,4)
종지

먼식스

m.1~18 m.19~32 33~38 39,40 41~43 m.44

3박과 4박에서는 강한 불 화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증5도 음정에 의

한 ‘먼 식스’화음이 등장한다.이와 같이 제시부 제1주제의 개과정

이 펼쳐지는 마디 44까지를 아래 표로 정리할 수 있다.이 부분은 거친

불 화음과 종지에 의해 정리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악보43)1악장 마디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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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트가 마디의 첫 박에 정리 다는 , 종지라는 , 먼6화

음이 등장했다는 을 단서로 삼아,상 표처럼 마디44를 종지로 간주

해보자.이 경우,마디45~52까지 여덟 마디의 부분을 제2주제로 가기

한 경과구로 정리할 수 있다.그러나 이 구간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

는데,마디45~46의 트를 찰하면,제1,2바이올린을 시작으로 비올라

첼로 트로 되는 4분음표 하행 형태의 동기가,앞선 두 번째

period에서 생략되었던 타일(5)의 발 된 형태로 보인다.이후 마디47~48

에 등장하는 제1,2바이올린의 4분음표+팔분음표 형태는 타일(6)의 제

1바이올린→오보에 트로 이어지는 동기의 리듬이 일치하므로 이 한

타일(6)의 발 된 부분으로 볼 수도 있다.

(악보44)

이 게 타일(5)와 타일(6)의 발 된 부분으로 여겨지는 마디45~48는

한 번 더 반복된다.마디49~52에는 트의 4분음표 하행 형태의 타일

(5)가 악기군으로도 옮겨져 편성의 확장에 의한 악곡의 격양 발

이 이루어지고, 트 내성을 담당하는 비올라,첼로 트에서 음가가

촘촘해져서 펼친화음 형태로 되돌아온다.더불어 이 펼친화음의 요소

들은 마디49를 시작으로 마디를 거듭할수록 이음 의 간격이 음표4개→2

개로 좁 져 압슈팔퉁이 이루어지며,마디51에서는 트럼펫이 가세하여

편성의 확장에 의해 악곡이 더욱 격양된 채 최고 정 에서 제2주제(마디

53~)를 맞는다.이런 분석은 마디45~52까지를 상 분석처럼 먼식스

와 종지 이후의 경과구로 보기보다는,마디19부터 시작되는 긴 2period

의 종결구이며 압슈팔퉁의 일부로 해석하도록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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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period 2ndperiod 2주제

(1,2,3,4,5,6) (1,2,3,4) (3,4) (4) (4,4,4) 종지 (5,6) (5,6)

m.1~18 m.19~32 33~38 39,40 m.41~44 45~48 49~52 53~

이러한 분석은 악곡의 고조에 따른 최종 목 지와 최고정 의 설정에

다양성을 제시한다.이는 지휘자에게 있어 악곡을 해석함에 다양한 가능

성이 생김을 의미한다. 를 들어 모든 악기군의 강세가 일치되어 1

period를 정리하는 마디17~18타일(6)에서 악곡에 처음 등장하는 f다이

내믹을 얼마나 강조할 것인지, 종지와 ‘먼식스’화음이 존재하는 마디

44의 f다이내믹을 더 강조할 것인지,만약 제2주제의 시작을 최종 목

지로 설정하게 되었을 때 마디44에서 다소 제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단

서가 될 수 있다.기계가 아닌 이상 추상 술인 음악은,같은 f다이

내믹 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이나 악곡에서의 역할에 따라 볼륨이나 질감

등의 성격의 조 과 차별이 요구된다. 한 압슈팔퉁 분석을 통해 음악

호흡이 필요한 부분인지를 지휘자로서 체 악곡에 한 단과 결

정함에 있어서 다른 시각과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

마디53부터는 제2주제와 제3주제가 순서 로 제시되며 개된다.이후

마디107부터 136마디까지의 구간은 발 부로 넘어가기 한 경과구이다.

앞서 등장했던 펼친화음의 요소 제2주제의 동기요소를 인용하여 특히

화성 모호성과 리듬의 진행 간에 강세의 모호성이 느껴지는 지 이다.

압슈팔퉁으로 인해 윤곽이 잡 가며,이로 인한 확신감으로 악곡을

고조하여 제시부를 정리시킬 수 있다.

마디107부터는 원조인 e단조의 딸림음조인 B장조로 조된다.이때부

터 트에서는 화성 으로 명확하지 않은 vi감5화음과 IV반감9화음이

계류음과 경과음으로 혼합된 형태로,앞선 반주역할의 펼친화음의 요소

가 발 된 형태로 8분음표 이음 의 상행과 하행을 거듭하며 세 마디간

의 동기를 이룬다.마디107~110에 걸쳐 근음의 반음계 하행진행에 의

해 g#단조감5화음과 Gmajor7화음을 지나 F#을 근음으로 두는 Bmajor

의 46화음으로 화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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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07~109의 세 마디가 화성 으로 모호한 구간이었다면,마디

110~113의 네 마디는 제2주제의 리듬에 의한 강세가 모호한 구간이라 할

수 있다.제2주제가 인용된 약박에 등장하는 상행하는 2개의 16분음표들

과 2분음표,화음이 셋잇단으로 펼쳐진 형태의 4분음표들이 마디의 강세

의 규칙을 무 뜨려 불규칙함을 야기한다.이 서로 성질이 다른 두 동기

가 조되며 나열되는 가운데 압슈팔퉁에 의해 악곡의 고조가 이루어진다.

(악보45)1악장 마디107~113

이 부분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해 마디107~113구간을 다음과 같

이 네 개의 타일로 나 어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악보46)

①(m.107~108 트) ②(m.109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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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7)

③(m.110,111 트) ④(m.112,113 트)

마디114부터는 선행되었던 7마디의 period형태가 반복돼 장3도 아래에

서 타일①과 타일②이 순서 로 진행되는데,마디117에서는 타일③과 타

일④이 나타나지 않고 타일②이 반복되며,간격이 더욱 축소되는 형태로

압슈팔퉁된다.이 때 베이스 음정 한 반음계 하행진행이 연장되고

타일②의 동형진행에 의해 음정이 상승함에 따라 고음과 음간의 음정

간격이 멀어지고 crescendo가 요구되어 음향이 증폭되며 악곡이 더욱

고조된다.이후 마디119마디부터 타일③과 타일④이 선행된 순서와 같이,

(악보48)1악장 마디114~123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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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period 2ndperiod 3rdperiod 종지 발 부

①②③④ ①②②② ③④④‘ ③④④④④ 반종지

m.107~113 114~118 m.119~124 m.125~132 133~136 m.137~

그러나 직 의 압슈팔퉁과 crescendo에 의한 음향증폭으로 인해 이

번에는 폭발 인 f다이내믹으로 음향 발 을 이루어 트로 역할이

바 어 등장한다.

(악보49)

타일④의 발 된 형태 (m.123~124목 트)

이후 마디123~124에서는 타일①의 가토의 향을 받은 듯한 타일④

의 발 된 형태가 목 악기 트에서 f로 나타난다.즉,타일④의 반복

에 의한 압슈팔퉁이 일어난 것이다.

마디125부터는 앞선 B장조의 단3도 인 D장조에서 piuf다이내믹

으로 음량이 더욱 증폭되어 타일③과 타일④가 계속해서 반복된다.이

때 악기 편성이 더욱 풍성해져서 악곡의 최고조로 치달아 딸림7화음에

의해 B장조로 조된다.이 때 마디129부터는 타일③이 생략되어 4분음

표 셋잇단에 의한 타일④만 남아서 ff다이내믹으로 동형진행의 형태로

연속 으로 반복된다.마디130의 비박부터는 비올라 트의 4분음표 셋

잇단이 8분음표 여섯잇단으로 음가가 짧아지는 형태로 발 된다.이 게

고조된 후,마디133에서는 첫 박의 악센트에 의해 악곡의 수직 인 강세

가 명확히 일치하는 특징을 보이며,이 의 종지와 같이 강세의 정리에

의해 악곡이 정리되고 반종지로 이 구간이 마무리된다.이후 제1주제 형

태에 의한 경과구를 지나 발 부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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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0)1악장 마디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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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발 부의 압슈팔퉁 분석

마디137~144까지 여덟 마디의 경과구를 지나,마디145의 비박부터

다시 곡의 주조인 e단조로 발 부가 시작된다.분석의 용이함을 하여

발 부에서도 상 의 구간별 타일 나눔 )(1),(2),③,④ 등의 번호표시

를 그 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발 부는 앞선 제시부의 제1주제로 시작하는데,마디145~152까지의 8

마디는 상 다루었던 마디1~8까지의 제1주제 타일(1)과 타일(2)과 정확

히 일치한다.타일(3)인 마디153마디부터 변화가 시작된다.선행되던 마

디9~10의 동기와 형태가 같다.그러나 이 부분에서 제1,2바이올린이

옥타 음정으로 동시에 진행 던 것과 달리,이번에는 동기가 제2바이

올린을 시작으로 제1바이올린과 주고받는 형태로 나타난다.마디155부터

동기의 장음인 2분음표 음가가 4분음표로 축소되어 동기간의 주고받는

간격이 가까워진다.당김음의 형태로 제2바이올린과 제1바이올린이 동기

를 주고받을 때 베이스의 진행은 이 의 반음씩 상행진행 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행 진행되며,F장조를 거처 g단조로 조된다.

(악보51)1악장 마디153~156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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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마디145~156까지 12마디의 첫 번째 period이후 두 번째 period

가 마디157의 비박부터 시작되는데,마디157부터 마디168까지의 두 번

째 period 한 12마디 간으로 앞선 첫 번째 period와 마디구성이 일치한

다.이 때 조성은 상 타일에서 조되어 g단조로 시작되는데,이 두

번째 period부터는 주제와 펼친화음의 요소들이 발 된 형태로 나타난

다.1period의 타일(1)에서 제1,2바이올린의 B-G-E-C-A-F#-D#-B의 음

정으로 3도씩 하행하던 제1주제가,2period의 타일(1)에서는 그 역할이

루트와 바순으로 옮겨져 3도 화음과 경과음에 의해 2도 간격으로 순차

으로 하행하는 형태로 발 된다.

(악보 52)제1주제와 2.period(1)타일의 주제선율 비교

루트와 바순 트가 주선율을 담당하는 동안 펼친화음요소의 단편

한 변화된 형태로 나타난다.그런데 이번에는 마디155~156의 제1,2바이올

린에서 일어난 주제의 압슈팔퉁에 의해 축약된 동기가 모방된 형태로 제

1,2바이올린에서 주고받으며 나타나 곡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악보 53)

이 펼친화음요소의 변형은,타일(2)인 마디161~164에서 다시 앞선

1period의 펼친화음의 원형으로 되돌아와,클라리넷으로 되어 편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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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을 이루며 개된다.이때 주선율 한 오보에의 합류로 악기의 편

성이 확장되며 A♭장조로 조되어 타일(3)으로 넘어간다.마디165~168

까지의 2period의 타일(3)은 주선율이 제1,2바이올린에서 목 트로 역

할이 바 것과 조성이 다른 외에는 진행이 체 으로 1period의 타

일(3)과 유사하다.그러나 타일(3)의 마지막 168마디에서 차이를 보인다.

동기의 장음이 2분음표→ 4분음표로 축소되어 주고받으며 당김음이 되

고 압슈팔퉁되는 형태는 유사하다.그러나 축소된 동기의 3번째 반복구

가 마디의 두 번째 박자에 나타나는 1period의 마디156(악보53)과는 다

르게,마디168에서는 축소된 동기의 3번째 반복구가 첫 번째 박자에 나

타나,동기의 개가 앞당겨지는 상과 편성의 확장을 통한 압슈팔퉁에

의해 악곡이 더욱 고조되어 세 번째 period로 넘어간다.(악보54)

(악보54)1악장 마디165~168동기가 앞당겨지는 상

두 번째 period의 마지막부분에서 B♭단조로 조된 채 마디169부터

3번째 period가 시작된다.이 의 압슈팔퉁에 의해 악곡이 격양되어 f다

이내믹으로 시작되는 3번째 period부터는 상 의 타일(1),타일(2),타일

(3)의 요소들이 같은 마디에 한꺼번에 등장한다.2period의 타일(1),타일

(2)에 나타난 제1주제가 발 된 형태인 3도화음이 순차 으로 하행하는

주선율이 제1,2바이올린에서 악센트에 의해 힘차게 개되고 비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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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순에서 엇박자로 등장한다.이 때 이 선율의 형태로 보이는 4분

음표 세 개가 순차 으로 상행 진행하는 구가 첼로 베이스에서 함께

진행된다.

(악보55)

마디153~ 루트,바순

2ndperiod의 (1)타일

마디169~ 1,2바이올린

3rdperiod의 (1)타일

마디169~ 첼로,베이스

3rdperiod의 (1)타일

상하반 형태

이 부분에서는 타일(3)의 요소 한 찾을 수 있다.앞선 타일(3)의 2분

음표 장음이 4분음표로 축소된 동기의 형태(악보51,53)가 이번에는

제2호른 트에서 마지막 8분음표가 생략된 조 더 축약된 압슈팔퉁 형

태로 개된다. 한 같은 마디 트의 상과 마찬가지로,이 축약된

타일(3)이 의 형태로 엇박으로 루트와 오보에에서 연주된다.

(악보56)

마디169~ 호른

3rdperiod의 타일(3)

마디169~ 루트,오보에

3rdperiod의 타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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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세 번째 period는 마디169~172까지 총 4마디로서 그 안에 타일(1),

타일(2),타일(3)의 모든 요소가 축약 변형의 형태로 담겨있다 할 수

있다.이 형태는 마디173~176에서 다시 한 번 반복되는데 이번에는 악

기군의 제1,2바이올린과 첼로,베이스의 역할이 그 로 뒤바 다.마찬가

지로 악기군에서도 역할이 뒤바 는 가운데 클라리넷이 추가되어 편성

의 확장에 의해 음악이 더욱 고조된다.마디177에 이르러서는 다이내믹

은 ff로 더욱 증 되고,타일(3)에 해당하는 부 리듬 요소가 생략되며

두 마디로 축약되어 압슈팔퉁된다.이후 마디179~180에서 트와

트의 역할이 뒤바 고 된 채,다시 한 번 반복된다.마디180부터는

제1호른과 트럼펫이 합류하여 편성이 더 확장되어 악곡이 더욱 격양된

다. 한 이 부분에서는 조성이 반음 더 상승하여 B장조가 된다.마디

181부터는 조성이 b단조로 바 고 더 축약되고 음정의 변화마

간소화된다.최종 으로 마디183에 이르러서는 트가 2분음표로 정

확히 첫 박에서 함께 연주되어 강세의 정리를 통한 악곡이 최고정

최종 안착지 으로서 반종지로 정리된다.(악보57~58)

(악보57)1악장 마디16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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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period 2ndperiod 3rd 4th 5th

①② ③ ①② ③
①②③

(동시)

①②③

(동시)
① ①

축약,

반종지

m.145~ 153~ 157~ 165~ 169~172 173~176 177~ 179~ 181~183

e-moll F g-mol A♭ B♭단조 Bmajor 단조

12마디 12마디 4마디 4마디 2마디 2마디 1마디

(악보58)1악장 마디176~183

앞서 다룬 발 부의 첫 번째 구간인 마디145~183를 표로 정리하여 한

에 살펴보자.조성진행이 E단조→F장조→G단조→A♭장조→B♭단조→

B장조→B단조 순으로 순차 으로 상승하며 동기가 축약되는 압슈팔퉁의

상과 더불어 악곡이 고조된 채,발 부의 두 번째 구간으로 넘어가게

된다.

에서 살펴본 발 부의 첫 번째 구간인 마디145~183까지가 제시부

제1주제의 요소를 인용함에 따라 그 개과정과 형태가 유사하게 진행되

어 짝을 이루는 구간이라 한다면,발 부의 두 번째 구간인 마디184~209

까지(악보59)는 상 두 번째로 분석했던 마디107~136까지의 개구간과

(악보45~49)유사하게 진행되는 구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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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간에서는 상 펼친화음요소의 발 된 형태라 기술했던 타일①

과 하행하는 타일②,그리고 제2주제의 단편 변형 형태인 타일③과

타일④(악보47)의 요소들이 나타난다.마디184~187은 4마디간 타일①과

타일②이 타일④와 혼합된 형태로 발 되어 나타난다.타일①의 상행진

행의 성질과 타일②의 하행 진행하는 음정진행의 방향성은 일치하나,원

래 형태인 펼친화음요소의 음가 8분음표들로 이루어지지 않고 타일④의

16분음표 2개의 상행진행과 4분음표 셋잇단음표의 음가로 리듬이 된

채.진행된다.

(악보59)1악장 마디184~191

한 이 때 제2바이올린과 첼로가 짝을 이루고,제1바이올린과 비올라

트가 짝을 이 동기의 시작지 이 불일치한 형태로 나열되는데,마디

186에서는 역할의 변화가 생긴다.제1바이올린과 첼로가 짝을 이루고,제

2바이올린과 비올라가 짝을 이루며 진행되는 식으로 편성과 역할의 변화

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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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88~191까지의 4마디에서는 타일③과 타일④이 제시부의 마디

110~113부분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된다.이번에는 타일①과 타일②의

향을 받아 이음 에 의한 연주기법요소의 모방 발 이 일어난 형태

로 진행되어 총 8마디간의 period가 형성된다.

(악보60)1악장 마디192~202

마디192부터 다시 타일①과 타일②이 원형의 형태로 되돌아와 개된

다,그런데 이번에는 타일③과 타일④이 생략된 압슈팔퉁의 형태로 진행

된다.상 1주제의 동기 (1)의 단편(악보35)과 마디153부터 등장했던 3

도 화음과 경과음에 의해 2도 간격으로 순차 으로 하행하는 (1)의 변형

된 형태(악보52)의 단편이 오보에를 시작으로 목 악기 트에서 등장하

여 주선율의 역할을 한다.(1)의 변형된 형태는 마디195에서는 가운데

음의 음가가 온음표로 확장되어 강세의 정리로 인해 이 구간을 마무리

짓고,다시 타일①과 타일②이 반복되는 형태로 네 마디의 period를 이룬



-73-

다.이때 온음표는 다음 구간의 딸림7화음의 역할로 종지로 진행되어

period간 조성이 반음계 으로 상행하며 진행된다.마디196부터 이 네 마

디의 period가 반복되고 온음표 딸림7화음에 의해 계속해서 조성이 반음

씩 상승하며 진행된다.마디200~201에서는 타일①이 생략되고 하행하는

타일②와 온음표에 의한 딸림7화음만 남는 형태로 동기의 생략과 화성배

열의 촘촘해지면서 압슈팔퉁이 이루어진다.

마디202까지 트에서 타일②의 축약을 통한 압슈팔퉁이 진행되어

잠시 펼친화음의 원래 역할인 반주역할을 하는 동안,목 트에서는 상

의 타일④와 혼합된 형태의 타일①②(악보59)가 다시 등장한다.이후

마디206으로부터 시작되는 타일③과 타일④의 원형(악보47)이 기습 인

subitoff다이내믹으로 등장하며 마디184~191의 8마디간의 period(악보

59)와 동일한 개형태로 되돌아온다.이때 마디192~202까지의 10마디간

(악보60)의 압슈팔퉁 구간은 마치 샌드 치처럼 간에 껴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61)1악장 마디196~204 트

이 부분의 트를 살펴보면 특이한 을 발견할 수 있다.마디192를

시작으로 타일①과 타일②이 반복되고 마디200에서 타일①이 축약되어

압슈팔퉁이 진행되고 마디202에서는 제1바이올린의 마지막 8분음표 2개

가 더 생략되어 동기의 소멸에 의한 압슈팔퉁이 종결된다.그런데 그 과

정 에,마디202를 기 으로 새로운 period가 시작됨에 따라 비올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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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②의 축소된 동기가 타일①의 단편 형태로 변하여 잠시나마 제1바이

올린과 비올라 트가 주고받으며 이 구간의 반주 역할을 하게 된다.이

는 상 기술하 던 (악보53)에서 주제가 압슈팔퉁되는 과정 에 새로

운 period가 시작됨에 따라 그 역할이 반주로 변질되는 형태와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선 부분(악보53)에서 반주의 역할에 충실하기 해 소멸되던

동기가 다시 살을 채우고 발 하여 진행되는 것과 다르게,마디202부터

제1바이올린-비올라 순으로 역할을 주고받다가 마디204에 이르러서는

제1바이올린마 소멸된다.즉,편성의 축소에 따른 압슈팔퉁이 재차 발

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는,악곡의 흐름상 동기의 형태가 변모해감

에 따른 동기의 역할이 변질되는 것과 더불어,압슈팔퉁 한 다른

요소에 의해 그 형태가 변질된 모습으로 연장되어 진행되는 압슈팔퉁의

진화(발 )를 의미한다.이러한 다른 요소에 의한 압슈팔퉁의 연장은

이 시 의 곡들에선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이러한 발 된 형태의 압

슈팔퉁은 동기의 요소를 더욱 다양하게 사용하고 발 시키는 말러 교향

곡의 분석에서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마디206지 으로부터 subitoff다이내믹에 의해 음량이 확 되어 악

곡이 더욱 고조된 채,마디210부터는 타일③이 생략되고 타일④의 변형에

의해 거의 원형에 가까운 제2주제가 C장조 조성에서 힘차게 들어선다(악

보62).네 마디 단 의 period는 차 16분음표의 요소가 생략되고 붙

리듬 한 생략되며 셋잇단 4분음표의 동형진행에 의해 두 마디로 축소

된다.마디216부터는 한 마디로 더욱 축소되며 이후 셋잇단의 음가가 2

분음표로 늘어난다.즉 동기의 형태가 소멸되는 압슈팔퉁을 통해 이 구

간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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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2)1악장 마디20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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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스의 교향곡에서는 주제와 동기의 개와 발 에 따른 구간의 규

모가 커짐에 따라 압슈팔퉁의 덩어리가 이 모차르트나 베토벤에 비해

더욱 비 해지는 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 베토벤까지는 선율 ,

화성 혹은 요소들이 복수 으로 나타날 때 악곡과 압슈팔퉁은

‘Homophonic’하고 ‘수직 ’인 형태로 개 다.그러나 람스에서는 수

직 임은 물론,불규칙한 강세 등의 시간 배열에 따른 새로운 요소에

의해 악곡의 개와 압슈팔퉁은 ‘Polyphonic'하고 ‘수평 ’인 형태로도 확

인되었다.이러한 형태는 상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말러에서 더욱 도

드라지게 나타난다.

지휘자는 이러한 작법의 발 에 따른 요소로 인한 압슈팔퉁의 가능성

과 특성을 활용해,음악 으로 악곡을 정리하거나 연장 축소를 도모

할 수 있는 하나의 시각이 제시될 수 있으며, 람스의 분석에서 가

장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음악 호흡을 통한 구간별 시간 딜 이

를 만든다거나,혹은 다이내믹의 연장과 몰아붙이는 형태로 긴장과 이완

의 조성 악곡의 증폭과 감쇠를 계산한다면,음악을 좀 더 논리 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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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말러 교향곡 1번 E단조 Op.94

4.1.제시부의 압슈팔퉁 분석

말러 교향곡 1번 1악장 제시부의 주제 개과정에서도 압슈팔퉁을 찾

을 수 있다.제1주제의 두 번째 동기가 개되어 제2주제로 넘어가는 과

정인 마디117~134까지 18마디간의 구간에서 압슈팔퉁이 일어난다.특히

이 부분에는 작곡가가 악보상에 요구하기를 “Von hieran in sehr

allmaehlicheraberstetigerTempo-Steigerungbiszum Zeichen*”(여기

에서부터 *표시까지 진 이고 끊임없이 탬포를 고조시킨다)이라 하

다.이는 압슈팔퉁의 역할과 의미에 정확히 부합한다.마디117부터 제2바

이올린 트에서 시작되는 두 마디 단 의 제1주제의 두 번째 동기가

되어 마디119에 반복된다.그런데 마디121부터는 동기의 첫마디에 해

당하는 악센트에 의한 2분음표 2개가 생략되고 남은 동기의 리듬이 칭

되는 역행(inversionretrograde)형태로 남아서 제1바이올린으로 역

할이 옮겨진다.이후 동형진행 형태를 거듭하며 4분음표가 하나씩 생략

되어 동기가 더욱 축소되는 압슈팔퉁이 일어나며 악곡은 고조되어

목 지인 마디125로 들어선다.

(악보63)1악장

이후에는 선율 인 동기가 네 마디에 걸쳐 개되며 다이내믹을 정리

하고 마디129~134까지 다시 한 번 악곡의 고조 상이 일어난다.마디129

부터 제1,2바이올린과 루트가 8분음표 스타카토로 상행 하행 도약

하는 동안 호른과 비올라,첼로 트에서 상행하는 4분음표와 하행하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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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음표 셋잇단으로 이루어진 서주의 4번째 동기의 단편이 등장한다.이

후 마디130에서는 클라리넷과 오보에가 순차 으로 등장해 편성의 확장

crescendo에 의한 음량의 확 로 악곡이 더욱 고조된다.

(악보64)1악장 마디12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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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5)1악장 마디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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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131부터는 서주의 첫 번째 동기가 음가가 축소하고 역행 된

발 된 형태로 제1,2바이올린에서 8분음표가 상행 도약하는 동기로 나타

난다.진행 간격이 촘촘해지면서 마디133에서는 목 악기군으로 되

어 편성의 확장이 일어난다. 한 이 구간에서는 비올라-첼로 트의 피

치카토에 의한 화음진행이 동시에 진행되는데,이 도약하는 동기와 피치

카토에 의한 화음은 헤미올라-당김음 순으로 그 간격이 촘촘해지

며,으뜸7화음에 의해 A장조로 조되어 제2주제의 구간으로 넘어간다.

제2주제인 마디135에는 “HieristnachallmaehlicherSteigerungein

frisches,belebtesZeitmasseingetreten”( 진 고조에 의해 여기서부터

는 신선하고 활기 넘치는 속도에 들어선다)라는 작곡가의 요구가 있다.

즉 마디117~134까지 18마디간의 제1주제에서 2주제로 넘어가는 ‘ 속

도를 빠르게 하고 악곡을 고조시키는’과정이 압슈팔퉁에 의해 이루어졌

다고 할 수 있다.

4.2.발 부의 압슈팔퉁 분석

발 부는 마디207에서 시작된다.호른의 새로운 동기로 시작되는 발

부는 서주와 제시부의 동기 발 된 동기의 단편들이 개되며 템포가

유동 으로 빨라지고 느려지며 진행된다.마디291~357에 이르는 총 66마

디의 구간은 곡의 여러 동기 요소들을 발 시키고 압슈팔퉁이 일어나며

곡의 재 부로 이끌어내는 구간이라 할 수 있다.특히 이 구간에서는 곡

의 주요 구성 요소 여섯 개의 동기가 등장하며 그 세 개의 동기들

이 불규칙하고 복잡하게 분열,결합, ,생략,추가,발 되는 형태로

변화무 한 압슈팔퉁이 야기되어 악곡이 차 으로 고조되어 최고정

에 다다르면서 재 부에 도달하게 된다.

이 부분은 여러 동기가 유기 이거나 불규칙하게 축소와 발 을 거듭

하는 부분으로,먼 동기①,②,③,④순으로(악보66)각 동기별 압슈팔

퉁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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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동기 분석

(악보66)1악장 마디291~357의 주요 동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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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①>

(악보67)동기①의 압슈팔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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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7)을 참조.

마디290부터 4분음표와 2분음표의 도약과 한 음정 진행에 의한 4

마디간의 동기①이 제1호른에서 나타난다.이 동기는 두 마디로 쪼개져

마디298에서 바순과 첼로 트에서 ①-(1),클라리넷과 비올라 트에서

①-(2)가 2마디씩의 역할이 나뉜다.마디302에서는 호른과 첼로 트에서

두 번째 조각인 ①-(2)가 다시 한 번 반복한다.

마디304에서는 바이올린이 ①-(1)을 다시 등장시킨다.이후 ①-(1)은

마디306에서 첼로와 콘트라베이스 트에서 다시 한 번 나타나고,마디

308에서는 제1트럼펫에서 다시 반복된다.마디310의 루트,오보에,

클라리넷 트에서 등장하는 4분음표와 2분음표의 상행진행과 하행 도약

하는 형태의 ①-(3)은 마디306의 클라리넷과 바순 트에 등장하는 동기

②의 향을 받은 ①-(1,2)의 발 된 형태라 할 수 있다.①-(3)은 상행

동형진행 형태로 두 번 반복된다.

마디314에 이르러서는 동기②의 원형과 동기①의 마지막 하행도약이

합쳐진 형태인 ①-(4)가 한번 등장한다.마치 동기②가 동기①을 침범한

것처럼 동기의 결합이 이루어진다.이는,선행 동기①의 마지막 마디를

제외한 앞부분이 부 생략되는 결과를 낳는다.마디316부터는 선행하던

①-(4)와 교차되어 제1바이올린과 목 트에서 동기①의 마지막 부분인

옥타 하행 도약의 형태만 남아 ①-(5)를 이루고 도약의 폭이 넓

어진다.

마디327부터는 제1바이올린에서 음정이 소멸된 형태로 ①-(6)이 나타

나며,마디331부터는 (5)의 첫 음정이 옥타 아래로 내려간 형태의 ①

-(7)로 발 되고 반복된다.동기의 첫 음인 F가 유지된 채,마디333부터

는 이 ①-(7)의 첫 상행도약이 유지된 형태로 음정 간격이 단9도로 넓

어진다.한편,①-(3)의 음정이 된 형태인 2분음표 2도 하행과,꼬리

의 하행도약에 의한 ①-(8)이 바이올린 트에서 등장하며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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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337에서는 꼬리부분의 하행도약도 생략되어 ①-(9)가 된다.계속

되는 마디338부터는 첫 음인 4분음표가 생략되어 2분음표 2개만 남아 ①

-(10)을 이루며 세 번 반복되고,반음씩 올라가는 형태로 음정이 상승하

며 단3도를 이룬다.마디344에서는 음정이 A-F#까지 올라가 음가가 온

음표로 확장된다.그러나 트 몰로 기법으로 인해 음가는 매우 짧고 촘

촘한 형태로 연주된다.(①-(11)).

마디348부터는 A음정만이 남아 트 몰로에 의한 crescendo가 지속

된다.마디355부터는 다시 음정이 생기며 3잇단음-16분음표-트릴 순으로

음정의 간격이 가까워지며 최고조로 격양된 채 재 부로의 경과구

로 들어선다.

<동기 ②>

(악보68)을 참조.

마디290부터 제2주제에서 요한 역할을 했던 ‘풀잎새의 동기’에 의한

동기②가 륫,클라리넷 트에서 나타난다.4개의 8분음표와 장음에 의

한 트릴형태의 보조음,계류음과 경과음 등의 장식음들과 도약을 동반한

선율형태의 동기가 두 번 반복된다.이 동기가 2개의 온음표에 의해 지

속되는 가운데,마디294에서는 제1바이올린으로 편성이 이 되어 장음이

생략되고 보조음이 동반된 채 8분음표만 순차 으로 4마디 간 하행한다.

마디298부터 동기②는 다시 2분음표 장음이 합류하여 4개의 8분음표

와 2분음표의 리듬이 일정하게 지속된다.제1바이올린 트에서는 장식음

들과 도약을 동반한 선율형태와 경과움을 동반한 순차 상행형태의 동

기가 계속된다.이 때 7마디 간 동기의 주음이 C-Eb-G순으로 3도 상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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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8)동기②의 압슈팔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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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304부터는 클라리넷-오보에- 륫 순으로 목 악기들이 차 으

로 합류하고 트에서도 비올라-제2바이올린-제1바이올린 순으로 합

류해 편성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목 트와 트가 순서 로 포개어

지며 동기를 주고받으며 발 한다.이 때 경과음을 동반한 순차상행형태

와,보조음을 동반한 트릴형태의 동기가 각각 목 과 트의 음부를

담당하는 악기군부터 음역이 높아지는 악기순으로 순차 으로 주고받으

며 음정이 상승하는 형태로 악곡이 고조되면서 압슈팔퉁이 된다.

마디311에서는 제1바이올린에서 한마디 쉬고 한마디 연주하는 형태로

짝수마디에만 동기②가 옥타 트릴형태로 연주된다.마디315부터는 비

올라와 제2바이올린으로 역할이 넘어가 편성의 변화가 생기고 쉬는 마디

없이 4번 반복되며 동기간의 간격이 촘촘해지는 형태의 압슈팔퉁이 나타

난다. 한 각 동기의 첫 음에 fp에 의한 강세가 생기며 격양된다.

마디319부터는 동기의 역할이 오보에,클라리넷 트로 넘어가고 음정

계가 단2도 상행하는 형태로 된 채 세 마디를 반복하고 한 마디

쉬는 규칙성이 생기며 반복된다.이 때 호른코랄의 동기와 마디323에서

는 트럼펫 트가 동기④(악보66)가 등장한다.

마디327부터는 첼로와 비올라 트로 역할이 넘어가 fp에 의한 강세

가 동반된 트릴형태의 동기②가 계속된다.이 의 행태와 마찬가지로 한

마디 연주되고 한마디 쉬는 패턴에서 매 마디 연주되는 형태로 동기의

간격이 가까워지며 악곡이 더욱 고조된다.

마디338부터는 4개의 8분음표와 장음에 의한 트릴형태의 동기②의 원

형이 보이지 않는다.그러나 제1,2바이올린을 시작으로 옥타 로 연주되

는 2분음표 장음에 의한 단2도 하행 상행의 ①-(9)동기(악보67)의 음

정진행형태가 트릴형태의 동기②와 같다.즉 ,음가가 확장된 형태로 동

기②가 발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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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41마디부터 2분음표 장음 진행의 음정이 차 상승하고 온음표

로 음가가 더욱 확장된 후 음정이 사라지고 지속음에 의한 트 몰로와

셋잇단음,스타카토로 연주되는 16분음표와 트릴로 발 하며 잠시 동기

②의 형태를 갖춘 채 악곡의 최고정 을 이룬 후,재 부를 이끌어내는

경과구로 들어선다.

<동기 ③>

(악보69)동기③의 압슈팔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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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9)을 참조.

서주에 나오는 동기의 모방 형태인 동기③(악보66)는 마디306을 시작

으로 클라리넷,바순 트에서 등장하고 동형진행 형태로 상승한다.마디

308에서는 비올라,첼로,콘트라베이스 트로 역할이 넘어가 다시 한 번

같은 형태로 반복된다.상행 진행하던 동기는 마디311에서 4분음표들의

음정진행이 상하반 된 형태로 하행하며 ③-(1)이 되고,한번 반복

된다.이 때 목 트에서는 상 에 기술하 던 ①과 결합된 형태로 동

기가 발 된다.

마디315에서 동기③의 원형과 결합되는 순간에 호른 트에서 동기③

원형의 정확한 상하반 된 형태의 ③-(2)가 동시에 나타난다.이후

동기의 원형형태로 첼로베이스에서 세 번 반복되고 동기③는 잠시 보이

지 않는다.그러나 동기④가 등장한 이후 악곡이 격양되는 사이 마디334

부터 바순,트럼본,콘트라베이스 트에서 ③-(2)의 첫 음정이 2분음표로

확장된 형태인 ③-(3)이 등장해 한번 반복된다.

이후 마디338부터 같은 트에서 계속 진행되는데,이번에는 동기의 마

지막 fp에 의한 2분음표가 생략된 형태의 ③-(4)가 6번 반복된다.반복

을 거듭하던 동기는 마디344부터 음가가 반으로 축소된 형태로 ③-(5)가

되어 두 배로 빠르게 반복된다.마디348부터는 4분음표의 음가마 8분음

표로 축소되어 동기의 강세가 불규칙하게 순환되는 ③-(6)으로 축소된다.

<동기 ④>

서주부의 두 번째 동기인 동기④은 발 부의 마디323에 트럼펫 트에

서 등장한다(악보66).호른코랄에 의해 등장한 이 동기는 이후 제시부의

정 이자 마지막 부분인 마디352부터 트럼펫-호른-목 트 순으로 차

곡차곡 등장하고 압슈팔퉁되어 fff다이내믹에 의해 악곡의 최고정 으로

안내하며,재 부로의 경과구인 호른 트의 ‘사냥꾼의 나팔소리’동기를

유발시키며 발 부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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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0)동기④의 압슈팔퉁 과정

4.2.2.분석의 실제

마디290부터는 이 구간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하는 동기①이 4마디

간 호른 트에서 시작된다.이 때 제2주제 형태의 2도와 도약에 의한 4

개의 8분음표 진행 동기②가 륫과 클라리넷 트에서 시작된다.이 동

기②는 마디294에 제1바이올린에서 동형진행의 형태로 하행되며 4마디간

진행된다.이 때 클라리넷 트에서 제시부의 제1주제의 단편이 나타난

다.이 게 8마디 간 첫 번째 구획이 이루어진다.(악보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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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1)마디2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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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2)마디3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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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298부터 두 번째 구획으로 볼 수 있다.이번에는 동기①이 2마디

씩 쪼개진다.마디298의 비박자~230까지 조각된 동기의 첫 번째 타일

인 ①-(1)이 바순과 첼로 트에서 동시에 나타난다.마디231의 비~232

까지 두 번째 타일인 ①-(2)가 클라리넷과 비올라 트에서 나타나 편성

의 확장을 이룬다. 한 마디233의 비~234까지 호른과 첼로 트에서

①-(2)가 반복된다.동기②는 이 의 진행이 연장되어 제1바이올린 트

에서 음정의 방향이 꾸 히 상승하며 차 고조되며 진행된다.이 구획

은 총 7마디로,첫 구획보다 한마디가 축소되었다.(악보71~72)

마디305의 비부터 세 번째 구획으로 나 수 있다.제2바이올린을

시작으로 두 마디간의 ①-(1)이 다시 등장하고 두 번 더 반복되는데,첼

로베이스-트럼펫 순으로 역할이 바 며 진행된다.이 구획부터는 동기③

(악보69)가 등장한다.마디306부터 클라리넷과 바순 트에서 시작되어

동형진행을 이루며 상승하고,마디309의 비박 부터는 비올라와 첼로

트로 역할이 넘어가서 진행된다.동기②는 마디304부터 클라리넷 트를

시작으로 꼬리와 머리가 겹쳐지며 목 - 순으로 순차 으로 주고받으

며 음정이 지속 으로 상행하고 편성이 확장되는 발 을 이루며 진행된

다.이 구획은 총 6마디를 이 마찬가지로 구획 간에 한 마디가 더 축

소된다.(악보72)

네 번째 구획은 마디311의 비박에서 시작된다. 루트,오보에,클라

리넷 트에서 동기③의 향을 받은 ①-(3)이 등장하고 한번 동형진행하

며 음정이 상승한다.이 때 비올라,첼로 트에서는 음정이 하행 진행하

는 ③-(1)이 동시에 나타나고 반복된다.목 트에서 동기의 개가 이

루어지는 동안 제2바이올린 트는 마디312와 314에서 동기의 꼬리부분

인 하행도약의 형태를 더블링한다.이후로도 이러한 축약된 동기의 단편

은 계속해서 등장한다.이 구획의 동기②는 마디312에서 이 구획의 진

행과 동일한 옥타 형태로 제1바이올린에서 나타난다.이 구획은 총 4

마디를 이 더욱 축소된다.(악보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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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3)마디3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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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구획은 마디315의 비박자부터 동기③의 원형과 동기①의

마지막 하행도약의 조각이 합쳐진 형태인 ①-(4)가 선행하던 륫,오보

에,클라리넷 트에서 계속된다.이 때 호른 트에서는 동기②의 상하반

된 형태인 ③-(2)가 동시에 나타난다.마디317부터는 ①-(4)가 더

욱 축소되어 동기의 꼬리부분인 하행도약의 형태만으로 이루어진 ①-(5)

가 반복되는데,제1바이올린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진행된다. 한 마디

316의 비박자부터 첼로와 베이스 트에서 동기③의 원형이 다시 등장

해 동형진행에 의해 순차 으로 상행한다.동기②는 제2바이올린과 비올

라 트에서 fp에 의해 첫 박자에 강세가 도드라진 채, 같은 형태로 4

번 반복된다.마디317부터는 템포가 ‘Zurueckhaltend'(침착해지다)에 의

해 안정된다.이 구획은 이 과 같이 총 4마디를 이룬다.(악보73)그런데

이 마디311부터의 네 번째 구획인 4마디와 이번 구획까지 총8마디 간

동기②의 나열을 살펴보면 동기의 간격이 가까워지고 fp에 의한 강세가

생겨 악곡이 고조되는 압슈팔퉁을 확인할 수 있다.(악보72~73)

마디319부터 세 마디를 여섯 번째 구획으로 나 수 있다.①-(5)가

루트와 제1,2바이올린 트에서 계속되며 도약의 폭이 넓어져 최고음이

상승한다.이 의 동기③는 나타나지 않으며,동기②는 오보에,클라리

넷 트로 역할이 넘어가서 진행된다.여기까지의 각 구획별 마디 배열은

8-7-6-4-4-3순으로 축소되는 압슈팔퉁의 진행을 알 수 있다.(악보74)

마디322의 비박자부터 일곱 번째 구획이 시작된다.갑자기 서주의

호른코랄의 단편이 나타나는데 이 때 ritardando에 의해 템포가 잠시

늘어졌다가 마디323에서 다시 aTempo로 되돌아온다.이때 서주의 두

번째 동기와 동일한 형태인 트럼펫의 동기④(악보66)가 등장하고 마디

326의 비박자에 다시 한 번 호른코랄의 단편이 나타나며 구획이 정리

된다.①-(5)과 동기②는 이 과 동일한 배치로 진행되며,여 히 동기③

는 나타나지 않는다.5마디간의 이 구획은 발 부에서 보이지 않던 새로

운 호른코랄의 단편과 트럼펫의 동기④의 끼워 넣기 형태로 인해 마디

291~357까지 66마디 구간 이후의 경과구로 해석할 수도 있다.(악보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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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마디319부터의 여섯 번째 구획과 일곱 번째 구획간의 동

기②의 과정을 살펴보면,같은 음정 진행간의 3마디 반복+쉼표와

ritardando의 1마디의 4마디 형태가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어 8마디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동기②의 동일한 패턴의 과정을 제로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구획을 묶어서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이

부분 한 동기②의 으로 해석했을 경우 8-7-6-8-8의 형태가 되어,

마디 축소에 의한 구획간의 압슈팔퉁은 성립되지 않는다.(악보76)

따라서 이러한 경우 어떠한 동기나 을 으로 다루는가에 따

른 지휘자의 해석과 단이 필요하다.만일 호른코랄과 트럼펫의 동기④

를 주요하게 치부할 경우 8-7-6-4-4-3마디배열 이후의 ‘경과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해 ritardando를 조 과장되게 표 하여 트럼펫의

동기④를 도드라지게 부각시키고 악곡의 흐름을 잠시 이완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악보74~75),만일 동기②의 동일한 패턴의 과정을 주요하

게 여길 경우에는 8-7-6-8-8의 형태가 되어 ritardando에 의한 호른코

랄과 동기④를 다소 제시키며 악곡의 흐름을 연장해갈 수도 있다.(악

보76)

혹은 동기①-(5)와(악보67)‘Zurueckhaltend',ritardando등의 템포

기호를 주요하게 생각한다면,마디316부터 연주되는 ①-(5)를 시작으로

마디317부터 ‘Zurueckhaltend'에 의해 5마디가 느려지고 ritardando되

었다가,마디323에서 다시 1마디 간의 aTempo이후 마디324부터 이

보다 제동시간이 어진 3마디 간의 ‘Zurueckhaltend'이후 ritardando

가 되는 과정에 의한 7(6+1rit.)→ 4(3+1rit.)형태로 반으로 축소되는

마디배열이 성립되어,악곡의 속도기호에 따른 압슈팔퉁의 공식을 만들

고 이러한 특징을 부각시켜서 연주할 수도 있다.이처럼 복수 동기의

독립 압슈팔퉁 분석을 통해 지휘자는 여러 가지 해석의 경우의 수와

안목을 갖게 한다.(악보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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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4)마디31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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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5)마디32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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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6)마디319~326:동기②의 진행 으로 본 8마디의 구획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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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구획을 지나 마디327부터는 여덟 번째 구획으로 넘어간다.

제1,2바이올린에서 ①-(5)를 시작으로 동일한 음정으로 진행되는 ①-(6)

이 2번 나타난다(악보67).이 때 목 트에서는 이 의 동기③의 향

을 받은 ①-(3)이 다시 나타나고,마디332의 비부터 목 트와 제1,2

바이올린에서 ①-(5)의 첫 음정이 옥타 아래로 내려간 형태인 ①-(7)

이 나타난다.여 히 동기③은 나타나지 않으며,동기②는 비올라와 첼로

트에서 동일한 음정으로 진행되고 간격이 fp에 의해 강세의 차 촘촘

해진다.이 구획은 총 일곱 마디로 이루어져 있다.(악보75)

마디334의 비박부터 아홉 번째 구획이 시작된다.제1,2바이올린에서

①-(7)의 첫 음 도약이 유지된 채 ①-(3)의 2분음표 음정진행이 상하반

에 의해 하행 진행하는 형태인 ①-(8)이 등장하여(악보67)반복되는

동안,목 트에서는 동기의 꼬리인 ①-(5)와 유사진행이 함께 일어난

다. 한 이 구간에서는 한동안 보이지 않던 동기③이 다시 나타나는데,

상행하는 4분음표가 생략되고 하행하는 동기 꼬리부분의 음가가 두 배로

확장된 형태인 ③-(3)이 바순,트럼본,콘트라베이스 트에서 나타난다.

동기②는 비올라,첼로 트에서 나타나며 이 구획은 총 4마디를 이룬

다.(악보75,77)

마디338의 비부터 열 번째 구획이 시작된다.제1,2바이올린 트에서

이 ①-(8)의 꼬리부분인 하행도약의 형태가 생략되기 시작해 ①-(9)를

이루고 마디339부터는 첫 음의 도약마 생략되어 ①-(10)이 된다.이때

부터 루트 트가 추가되어 편성의 확장이 일어나며 마디241부터는 음

정이 상승한다.바순,트럼본,콘트라베이스 트의 ③-(3) 한 마

지막 음정이 생략되어 ③-(4)를 이루고 간격이 촘촘해져 여섯 번 반복된

다.(악보69)동기②는 이 구획부터는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1,2바이올린과 루트의 ①-(10)의 음정진행이 동기②와 유사성을 지닌

다.이 구획은 총 6마디로 정리되지만,①-(10)의 음정이 상승하는 마디

341을 기 으로 3+3마디로 나 수 있다.(악보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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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7)마디33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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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8)마디3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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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344부터 시작되는 열한 번째 구획은 제1,2바이올린과 목 트의

①-(10)의 음가가 온음표로 확장되어 진행되고,바순,트럼본,콘트라베

이스 트의 ③-(4)는 음가가 2배로 어들어 간격이 더욱 촘촘해진다.

한 루트,오보에,클라리넷,호른,트럼펫 트에서 각 마디마다 fp와

accent.에 의한 강세가 계속 요구되어 악곡이 더욱 격양된다.이 구간은

총 4마디로 이루어져 있는데,음가가 확장된 ①-(10)을 이루는 2마디씩

을 한 묶음으로 보고 2+2마디로 나 수 있다.(악보77~78)

마디348부터 이어지는 열두 번째 구획은 ①-(10)의 음정변화가 없어

져 동기①의 성격이 완 히 소멸되고,③-(4)의 4분음표 음가마 8분음

표로 축소되어 반복되는 형태로 압슈팔퉁된다. 한 호른 트의 음가가

이 의 accent.에 의한 온음표에서 4분음표와 8분음표 셋잇단으로 축

소되어 음가의 간격이 더욱 촘촘해진다.4마디간의 이 구간은 체 으

로 crescendo.가 지속되어 악곡을 최고정 으로 몰아붙인다.마디 배열

은 1+1+1+1로 해석할 수 있다.(악보78)

발 부의 최종 목 지이자 본 분석분의 마지막 부분인 열세 번째 구

획은 이 마디333에 한 번 등장해 경과구의 역할을 했던 트럼펫의 동기

④에 의한 압슈팔퉁이 이루어진다.그간의 꾸 한 압슈팔퉁과 다이내믹

의 고조,편성의 증가에 의해 이 곡의 모든 편성이 합류하여 Tutti를 이

루며 1악장의 최고 정 을 이루며 폭발한다.(악보79~80)

이후 마디358부터 호른 트에서 발 부의 첫 번째 동기가 다시 나타

나 회기를 야기하는 6마디의 경과구를 지나 재 부로 들어서게 된다.(악

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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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9)마디35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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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80)마디35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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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별 동기간의 나열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구획>마디290~297-8마디

동기① :마디291 비박자~294호른 4마디

동기② :마디290~ 륫 -마디294~ 제1바이올린

제1주제의 단편 :마디294~ 클라리넷

<2구획>마디298~304-7마디

동기① :①-(1)마디299 비박자~294바순,첼로

①-(2)마디301 비박자~302클라리넷,비올라

마디303 비박자~304호른,첼로

동기② :마디298~제1바이올린

<3구획>마디305 비박~310-6마디

동기① :①-(1)마디305 비~306제2바이올린

마디307 비~307첼로,콘트라베이스

마디309 비~310트럼펫

동기②:마디303~304클라리넷

마디305~306비올라

마디306~307제3 륫,오보에

마디308~309제1,2,3,륫

마디309~310제1바이올린

동기③ :마디307 비박~308클라리넷,바순

마디309 비박~310비올라,첼로

<4구획>마디311 비~314-4마디

동기① :①-(3)마디311 비~314 륫,오보에,클라리넷

①-(5)마디312,314제3오보에,제2바이올린

동기②:마디312,314제1바이올린

동기③ :③-(1)마디311~312,313 비~315비올라,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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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획>마디315 비~318-4마디

동기① :①-(4)마디315 비~316 륫,오보에,클라리넷

①-(5)마디316~ 제3오보에,제1바이올린

마디317~ 륫,제1-2오보에,클라

동기② :마디315~ 제2바이올린,비올라

동기③ :마디316~ 첼로,콘트라베이스

③-(2)마디315~316제2,4호른

<6구획>마디318~321-3마디

동기① :①-(5)318~321 륫,제1-2바이올린

동기② :마디319~321오보에,클라리넷

<경과구-7구획>마디322 비~326-5마디

동기① :①-(5)마디323~325 륫,제1-2바이올린

동기② :마디323~325오보에,클라리넷

호른코랄동기 :마디322 비~,326 비~ 호른

동기④ :마디323~ 트럼펫

<8구획>마디327~333-7마디

동기① :①-(5)마디326제1,2바이올린

마디329,331~333제3 륫,제3오보에,제3클라리넷

①-(6)마디326 비~ 제1,2바이올린

①-(3)마디328 비~ 제1,2 륫,제1,2오보에,제1,2클라리넷

①-(7)마디332 비~333 제1,2 륫,제1,2오보에,제12클라,

제1,2바이올린

동기② :마디327,329,331~333비올라,첼로

<9구획>마디334 비~337-4마디

동기① :①-(8)마디334 비~ 제1,2바이올린

①-(5)마디335,337 륫,오보에,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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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② :마디335,337비올라,첼로

동기③ :③-(3)마디334~335,336~337바순,트럼본,콘트라베이스

<10구획>마디338 비박자~343-6마디(3+3)

동기① :①-(9)마디338 비~ 제1,2바이올린

①-(10)마디339~ 륫,제1,2바이올린

동기③ :③-(4)마디338~343바순,트럼본,콘트라베이스

<11구획>마디344~347-4마디(2+2)

동기① :①-(11)마디344~347피콜로, 륫,오보,클라,호른,트럼펫,

제1,2바이올린

동기③ :③-(5)마디344~347바순,비올라,첼로,콘트라베이스

<12구획>마디348~351-4마디(1+1+1+1)

동기③ :③-(6)마디348~351바순,비올라,첼로,콘트라베이스

<최종목 지-13구획>마디352~357-6마디

동기④ :마디352~ 트럼펫,마디353~ 호른,마디354~ 피콜로, 륫,

오보에,클라리넷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말러의 작품에서는 이 시 작곡가들의

곡보다 더욱 더 복잡하고 불규칙한 형태로 압슈팔퉁이 연쇄 으로 나타

난다.이는 음악이 바로크- 기고 -후기고 -낭만시 로 발 함에 따라

악곡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압슈팔퉁 한 단편 -수직

-수평 형태로 더욱 발 되고,악곡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더욱 더

요해졌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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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지휘자로서 작품을 분석하고 연구할 때,항상 작곡가의 살아생 에 직

화를 통해 그 의도를 정확히 악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지휘의

형태뿐만 아니라 ‘연주’를 한다는 행 는 작곡가가 창조해낸 작품을 왜곡

없이 정확히 달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특히 지휘자는 어떤

연주형태보다 정확하고 논리 이고 합리 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

요구사항이나 행 가 극히 타당해야 연주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고,그들

이 지휘를 따르기 때문이다.따라서 곡을 지휘하기에 앞서,작곡가의 생

애는 물론 성격,환경,시 의 모든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 작곡가를 이해

하는 것,그래서 작곡가가 진정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무

엇인지를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음악이라는 것은 수리 인 요소가 합리성을 만들지만, 한 술

은 추상 인 것이기 때문에 지휘라는 작업 한 하나의 연주자로서

본인의 독창 이고 주 인 해석이 동반되어야 한다.그러기 해 선행

되어야 할 은 가능한 지 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곡을 먼 충분히

연구하고 분석해서 핵심을 찾아내고,가장 객 이고 보편 인 것으로

환원해서 풀어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이 시도한 ‘음악 압슈팔퉁 연구’는 곡을 분석하는 방

법에 한 하나의 시도라 할 수 있다.악곡을 고조시키고 최고정 으

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crescendo나 accelerando등의 연주기호와 라

미터 등의 요소만 가지고 만들어내기엔 다소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

다.압슈팔퉁은 동기와 주제에 한 요소,화음의 배열과 조성의

변화에 한 화성 요소,다이내믹과 강세,그리고 아티큘 이션에 따른

소리의 질감을 찾는 요소,그리고 오 스트라라는 연주형태의 악 기

법에 이르기 까지 우리가 교향곡에서 알고 있는 부분의 요소들을 활용

해 악곡의 고조를 조 더 구체 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마치

최고정 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해 악곡의 설계도면을 보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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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로 조립해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이러한 구체 이고 계산

인 방법은 악곡을 해석하고 연주해 나가는데 지휘자로 하여 안정감을

수 있다.

본문의 모차르트-베토벤- 람스-말러의 순으로 교향악이 발 함에 따

라 압슈팔퉁의 형태도 더욱 크고 복잡하게,그리고 더욱 구체 으로 발

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물론 곡을 분석함에 압슈팔퉁은 분석방법

의 작은 타일 에 하나일 것이다. 한 본 논문의 분석을 통해 압슈팔

퉁이 악곡의 고조와는 반 되는 상황에서도 등장했던 과,서두에 정의

내렸던 지 이 아닌 악곡의 다른 상황에서도 압슈팔퉁의 형태가 나타난

으로 미루어,압슈팔퉁의 정의는 다소 모순된 부분도 있으며 분석에

있어서 아주 정확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도 드러났다.따라서 이러한 모

순된 들로 인하여 압슈팔퉁의 이론이 주요하게 취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한 굳이 압슈팔퉁의 이론이 아니더라도,사실 부분의 음악가가

악보를 보면 알 수 있거나 숙지하고 있는 요소일지도 모를뿐더러,악곡

의 고조,증 ,소멸형태만이 음악의 모든 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조 더 구체 이고 체계 인 압슈팔퉁 이론의 나

열은 악곡을 분석하는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이유에서,특히 악곡을

분석하고 연주함에 정확한 설계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지휘자에게 다

른 을 제공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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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sicalAbspaltungin

AnalyzingSymphoniesof

Classical& RomanticPeriods

YoungSunChoi

DepartmentofMusic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istogiveanin-depthanalysisofseveral

Classicaland Romantic symphonies with regard to musicalabspaltung.

Althoughthelexicaldefinitionofabspaltungis‘separation’or‘dissociation,’

thewordabspaltunginthisstudyindicatesvariousprocessesofaninitial

motiveorthemesplittingintosmallerpiecesanddevelopingintodifferent

figures.

Musicalabspaltung,achieved through the splitting ofthe initial

motiveortheme,may seem atfirstsightlikeasimplevariation ofa

formerly appeared element.However,musicalabspaltung isdistinguished

from a simple variation by the factthatitinvolves severalinvariable

elementsservingassmallunits,andthatitconnectsthewholeworkby

constantlypresentingthoseelements.

Inthisstudy,theauthorappliesthetheoriesofReinhardAmon,

Erwin Ratz to define musicalabspaltung,and then analyses Moz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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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hony No.40,Beethoven’sSymphony No.2,Brahms’sSymphony No.4

andMahler’sSymphonyNo.1withthepremisethatabspaltungistheone

thatgivesthesesymphoniescoherenceandsenseoftension.Throughthe

resultofthisanalysis,analysisfocusedonmusicalabspaltungprovedtobe

aneffectivewaytograspthehiddenintentionofacomposerandtoconduct

adetailedinterpretationofamusicalwork.Therefore,applyingtheconcept

ofmusicalabspaltung in interpreting a musicalwork should be useful,

especiallytothoseperformerswhoisalsoseekingacareerasaconductor.

keywords:Abspaltung,Amon,Ratz,Beethoven,Brahms,Mahler,

Mozart,Symphonies

StudentNumber:2008-2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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