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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박효민 석사과정 졸업연주

Program Analysis

-L.v.Beethoven:KlaviersonateOp.10-3D dur

F.Mendelssohn:LiederohneWorte

Op.30-1,Op.67-2

R.Schumann:FantasiestueckeOp.12

C.Debussy:PreludesBook2No.5,9-

서울 학교 음악 학원

음악학과 피아노 공

박 효 민

본 논문은 본인의 석사과정 졸업연주 로그램인 Beethoven의

<KlaviersonateOp.10-3>,Mendelssohn의 무언가 <Liederderohne

Worte> Op.30-1,Op.67-2,Schumann의 <Fantasiestuecke>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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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Debussy의 주곡집 <PreludesBook2> 5번과 9번에 해 작곡

가와 작품을 심으로 분석하여 본인의 졸업연주 로그램에 한 이해

를 돕고자 한다.

L.v.Beethoven의 <KlaviersonateOp.10-3D dur>는 그의 표 인

기 소나타로서 고 소나타의 틀 안에서 개성 있는 표 방식을 사용하

여 진보 인 곡으로 평가받고 있다.피아노 소나타는 그의 작품들에서

다른 장르의 작품들만큼 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그는 소나타를 작곡하

며 독창 이고 풍요로운 아이디어를 새롭게 시도했다.

F.Mendelssohn의 <LiederohneWorte>는 그의 평생에 걸쳐 작곡되

었다.무언가의 표 구성방식은 성악곡 형식에서 빌어 왔다.단순한 형

식 안에서 서정 이고 아름다운 선율은 멘델스존의 서정성과 내면의 안

정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그의 음악은 고 주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는 보수 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음악을 구성하는 틀 자체도

매우 고 이다.

<Fantasiestuecke>Op.12는 성격소품의 하나로 슈만의 상상력과 자유

로움을 잘 표 한 곡 하나이다.8개의 타지는 시 인 표제를 가지

고 그의 풍부한 환상,철학 세계를 담고 있다.

C.Debussy<Preludes>는 인상주의 작곡가 드뷔시의 독창 인 음악

어법이 잘 표 되어 있다.독일 낭만주의 음악의 바탕 에 다양한 이국

인 음악의 요소와 더불어 자신만의 색채로 20세기 음악을 개척했다.

주요어 :Beethoven,Klaviersonate,Mendelssohn,LiederohneWorte,

Schumann,Fantasiestuecke,Debussy,Prelude

학 번 :2013-2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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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베토벤의 표 인 기 소나타 하나인 <KlaviersonateOp.10-3>

는 그의 작곡시기 모방의 시기에 작곡된 소나타이다.하이든,모차르

트 등 선배 음악가의 향을 받아 형식과 스타일은 모습을 많이 닮아 있

지만,그 가운데에서도 베토벤만의 감정표 들과 특징 인 캐릭터를 나

타내었다.본 논문에서는 작곡시기와 배경을 살펴보고 곡의 분석을 통하

여 베토벤의 독창 인 특징을 살펴보려 한다.

독일의 표 인 낭만주의 작곡가인 Mendelssohn은 평생 바흐,모차

르트,베토벤의 작품을 귀감으로 삼았다.Mendelssohn은 낭만주의 작곡

가 지만,그의 음악은 고 주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보수 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음악 균형을 방해하는 극단 인 감정을 자제했

으며,음악을 구성하는 틀 자체도 매우 고 이다.<Lieder ohne

Worte>는 말 그 로 가사 없는 노래라는 뜻이다.Mendelssohn의 생애

와 작곡배경을 알아보고,무언가 Op.30-1,Op.67-2을 살펴 으로써

Mendelssohn의 고 성향과 서정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Schumann의 음악은 그의 심오한 문학 소양,풍부한 환상,철학

세계를 담고 있다.<Fantasiestuecke>Op.12는 많은 걸작 피아노곡 가

운데서도 그의 상상력과 자유로움을 잘 표 한 곡 하나이다.8개의

타지는 시 인 표제를 가지고 있으며,그는 다양한 소재들을 통하여

인간의 감정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본 논문을 통하여

Schumann의 낭만 인 표 과 작곡기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신 이고 독창 인 음악어법으로 20세기 음악을 개척한 드뷔시는

복잡했던 19세기의 시 배경 속에서 성장했다.인상주의라 불리는 그

의 독창 인 양식은 낭만주의의 특성 하나인 민족주의와 이국주의로

부터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19세기 엽부터 국,미국, 랑스 등

제국주의의 열강은 자기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기 해 세계박람회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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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했다.1889년 랑스 명 백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리 만국박람회는

많은 술가들에게 새로운 세계에 뜨게 했다. 랑스 작곡가 Claude

Debussy도 그가 받았던 통 인 독일 낭만주의 음악의 바탕 에 다양

한 음악의 요소와 더불어 자신만의 독창 인 음악 어법을 만들어 내었

다.본 논문에서는 본인의 연주 로그램이었던 Debussy의 <Preludes>

Book2 5번과 9번을 살펴 으로써 드뷔시의 인상주의에 미쳤던 시

향과 그의 음악 어법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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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본 론

1.L.v.BeethovenKlaviersonateOp.10-3Ddur

1.1작품배경

베토벤의 생애는 세 시기로 나 수 1782년부터 1802년 까지를 모방

의 시기,제1기로 분류한다.모차르트,하이든 등 선배 음악가들의 향

을 받고 이를 모방하는 시기를 말한다.1792년 22세의 나이로 비엔나로

유학을 떠난 베토벤은 18세기 말 사회 으로나 문학 으로 격변하던 상

황 속에 응하기 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1)그는 하이든의

문하에 들어가 작곡공부를 하며 동시에 알 히츠베르거,살리에리,푀

르스터 등에게도 사사하 다.베토벤은 스승들의 가르침을 성실하고 진

지하게 받았다.그는 스승들의 향으로 고 인 형식을 사용하여 작곡

하 고 그 틀 안에서 자신만의 특징도 나타내었다.

베토벤을 제자로 삼은 하이든은 그에게 “당신은 한 사상을 소유

하게 될 게 분명하다.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상을 표 하기 해 결코

규칙 같은 것에 굴복하지 않겠지.그 신 당신은 당신의 감정 때문에

어쩌다가 더 고귀한 규칙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고 언했다.베토벤

은 겸허함과 거리가 먼 천부 기질을 타고났고 건강과 환경에서 오는

제약을 평생 되새기며 도 이고 투쟁 인 술 인생을 살다 갈 수밖에

없었다.2)

1)조수철,『베토벤의 삶과 음악세계』 (서울:서울 학교 출 부 2002),p.38.

2)양기승,『작곡가의 집』 (서울:한길사 2013),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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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로서 베토벤은 다른 외 인 간섭에 의하여 향을 받지 않는

자신의 고유의 역에 서 있었으며 자신의 충동과 감정에 충실하 다.

베토벤에게 있어서 음악 인 규칙은 단지 규칙일 뿐 그 자체가 궁극 으

로 추구해야 할 목 이 될 수는 없었다.음악 인 규칙은 참되고 선한

아름다움을 표 하기 한 수단이지 목 이 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보다

아름다운 것을 표 하기 해서 과감하게 규칙을 버리는 시도를 하

다.3)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던 베토벤은 생애를 통해서 계속 으로 피아

노 소나타를 작곡하 다.베토벤은 독주 피아노 음악,특히 소나타에 역

을 두었으며,피아노 소나타는 그의 작품들에서 다른 장르의 작품들만

큼 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베토벤은 피아노 소나타를 일종의 실험장으

로 활용하며 독창 이고 풍요로운 아이디어를 조직,스타일,테크닉의 새

로운 방법으로 세 하게 시도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 다.4)

1.2작품연구

<KlaviersonateOp.10-3DDur>는 1796년과 1798년 사이에 작곡되

었으며 베토벤의 기 소나타 탁월한 작품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작품 10에 속하는 3곡 에 유일한 4악장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개성

있는 표 으로 3곡 가장 진보 인 곡으로 평가받고 있다.그가 청각

장애를 앓기 시작한 시 에 작곡한 이 소나타에서는 지 까지의 소나타

보다 진 하게 주제와 동기에 그의 감정을 반 시키고 있다.

3)조수철,『베토벤의 삶과 음악세계』 (서울:서울 학교 출 부 2002),p46.

4)F.E.Kirby,김혜선 역,『피아노 음악사:20세기 말까지』(서울:다리출 사

2007),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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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악장 Presto

2/2박자,소나타 형식으로 베토벤이 마지막 악장에서 많이 사용했던

Presto를 1악장에 사용하고 있다.소나타 형식이긴 하지만 지 까지의

곡에 비해 복잡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표 1>

<표 1>

부분 형식구조 마디 조성 박자

제시부

제 1주제 1~22 DMajor 2/2

경과구 22~53 bminor 2/2

제 2주제 53~105 AMajor 2/2

코데타 105~124 AMajor 2/2

발 부 125~183 B♭ Major 2/2

재 부

제 1주제 184~204 DMajor 2/2

경과구 204~233 eminor 2/2

제 2주제 233~286 DMajor 2/2

코다 286~344 DMajor 2/2

제시부는 유니즌으로 연주되는 암시 인 동기로 시작한다.처음 4개의

음표로 구성된 이 동기는 이 곡에 가장 요한 요소가 되어 작품 체를

지배한다.4마디에서는 처음 쓰인 동기가 6의 화음으로 나타나며 10마디

의 반복하는 악 에서는 분산 6도로 변형되어 나타난다.16마디부터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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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의 4마디를 변주시켜 ff까지 고조시키며 경과구로 넘어간다.<악보

1>

<악보 1>제 1악장,제 1주제 (1~22마디)

경과구의 주제는 bminor의 뚜렷한 선율로 우아하고 서정 인 느낌을

가지고 상치 못하게 등장한다.주제 8마디는 응답 형으로 두 번 반복

되고 여러 가지 조로 조바꿈 하며 38마디부터 44마디까지 왼손 오른손이

1주제에서 생된 shape을 교차해서 등장하고,41마디에서 상성부의 온

음표 진행은 1주제의 4개의 음으로 된 동기의 확 형이고 46마디 베이

스 진행도 1주제에서 생된 4음 동기진행으로 반복되어 연주하며 다이

나믹을 f까지 발 시키고 제 2주제로 넘어간다.<악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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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제 1악장,경과구 (37~54마디)

제 2주제는 제 1주제의 처음 4개의 음의 동기로 시작한다.DMajor의

딸림조인 A Major로 시작되며 경과구의 bminor의 주제와 공통성을 느

끼게 한다.이 bminor와 A Major의 계는 재 부에서 eminor와 D

Major의 계로 바 어 등장한다.2주제는 60마디에서 aminor로 변형

되어 반복하고 66마디부터는 다시 제 1주제의 4개의 음의 동기를 베이

스에 등장시키며 선율 인 성부와 함께 93마디까지 진행하며 종결부로

들어간다.<악보 3> 종결부의 오른손의 아티큘 이션은 제 1주제에서

유도된 것이며 93마디 베이스의 A BC#D음은 1주제의 동기를 역행시

킨 4음이 된다.<악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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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제 1악장,제 2주제 (53~68마디)

<악보 4>제 1악장,제 2주제 (93~96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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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의 2분 음표로 침착한 화음진행으로 코데타가 시작하고 1주제의 4

음 동기를 반복하며 발 부로 넘어간다.

발 부는 코데타의 연장선처럼 시작해서 pp에서 ff까지 격히 고조되

어 제 1주제의 강력한 개로 돌입한다.133마디부터는 B♭ Major로 활

발한 개를 펼치지만 개부에 많이 힘을 실었기 때문에 발 부는 비교

단순하게 넘어간다.

184마디부터 시작되는 재 부는 제시부의 제 1주제가 다시 반복되며

경과구의 주제는 완 4도 로 조되어 eminor로 재 된다.233마디부

터 시작되는 제 2주제 한 완 4도 로 조되어 D Major로 반복된

다.

코데타를 크게 확장시킨 형태인 코다는 328마디부터 시작된다.제 1주

제가 반복되고 양손 아르페지오와 같은 화려한 주법으로 1악장을 마친

다.

제 2악장 Largoemesto

6/8박자,소나타 형식으로 베토벤이 작곡한 이 까지의 어떤 곡 보다

가장 심각하고 슬픔에 쌓여있는 심정을 표 하고 있다.베토벤이 Largo

를 피아노 소나타에 독립된 악장으로 쓴 것도 이곡이 마지막이다.베토

벤은 이곡을 쓴 후 25년 후에 이 라르고는 우울병 환자의 심리상태를 그

린 것으로써 비통을 표 하기 해 단조,감화음,변화화음,반음계 등의

방법을 망라하여 간추렸다고 표 했다.5) <표 2>

5)백기풍 외,『베토벤 32곡의 피아노 소나타 곡분석과 연주법』 (서울:작은

우리 1993)p.154.



-13-

<표 2>

부분 형식구조 마디 조성 박자

제시부
제 1주제 1~17 dminor 6/8

제 2주제 17~29 aminor 6/8

발 부 30~43 FMajor 6/8

재 부
제 1주제 44~56 dminor 6/8

제 2주제 56~64 dminor 6/8

코다 65~87 dminor 6/8

제시부의 제 1주제는 1악장과 같은 으뜸음조 계인 dminor로 시작

하며 단순하면서도 어두운 느낌의 화음을 사용했다.C#-D 반음 진행을

반복하며 무거운 움직임을 표 했다.<악보 5>9마디부터는 16분음표의

음형반주 에 서정 인 멜로디가 시작된다.왼손은 A Major,dminor,

GMajor,CMajor로 주되며 제 2주제로 넘어간다.

<악보 5>제 2악장,제 1주제 (1~6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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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nor로 시작되는 제 2주제는 처음 4마디 상성부에서 나타나고,21

마디 성부로 옮겨지면서 섬세한 아름다움을 지닌 선율로 변주되어 나

타난다.23마디에 감 7도 화음을 연속 으로 사용하여 분 기를 고조시

키고 26마디에 짧은 코데타로 제시부를 마무리 한다.<악보 6>

<악보 6>제 2악장,제 2주제 (15~26마디)

FMajor의 무거운 주제로 시작되는 발 부는 음이 차 강렬해지면

서 38~43마디까지 진행하며 음역 를 넓게 사용하여 음색을 다양하게

만들어 오 스트라를 연상시키는 듯한 인상 인 악 이 나타난다.1악장

과 마찬가지로 제시부에 많은 비 을 두면서 비교 작은 규모의 발 부

의 모습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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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부는 1주제와 2주제 모두 dminor로 재 되며,제 1주제는 제시

부에서보다 조 축소된 형태인 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특징이 없다.

65마디부터 87마디 웅장한 코다는 제 1주제의 동기를 음부에 울리

고 고음부에서는 32분 음표의 섬세한 펼침 화음의 반주가 흐르며 진행된

다.불 화음으로 비통한 심정을 제 1주제를 반복하며 회상시키다가 pp

로 마무리하며 체념하듯 곡을 마무리한다.

제 3악장 Allegro,Menuetto-Trio

3/4박자,세도막 (A-B-A)형식으로 첫 부분 (A)Menuetto,두 번째

부분 (B)Trio로 나 다.3악장은 2악장의 다소 무겁고 슬 느낌을 잊

으려는 듯 부드럽고 밝은 느낌의 미뉴엣으로 표 했다.이런 격한

환은 베토벤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베토벤이 소나타에서 작

곡한 마지막 Menuetto이며,후에는 Scherzo로 작곡하 다.

Menuetto는 아름답고 온화한 Theme로 시작하며,첫 마디에 6도

상승은 행복한 감정을 표 하고 있다.16마디부터 시작되는 경과구는

canon풍의 법 진행이 나타난다.4도씩 상행하며 진행되며 25마디

에서 트릴을 함께한 Theme의 변형이 나타난다.<악보 7>43마디부터는

주제의 조각을 음부에서 사용하며 조용한 코데타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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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제 3악장,Menuetto(1~34마디)

Trio는 G Major의 세도막 형식으로 Menuetto보다 빠르고 경쾌하게

진행된다.첫 부분(55~70마디)은 오른손의 셋잇단음표의 반주부와 함께

왼손이 음역 와 고음역 를 넘나들며 다양한 음역 로 주제를 진행한

다.67~68마디의 짧은 두 번째 부분을 지난 뒤 71~86마디에서 첫 부분

을 반복하고 다카포에 의해 Menuetto로 돌아간다.<악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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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제 3악장,Trio(55~64마디)

제 4악장 Allegro,Rondo

4/4박자,D Major로 작품번호 10에 속한 소나타 가운데 유일한 4악

장의 소나타로서 익살스럽고 상 밖의 음악 개가 펼쳐지는 우울함과

해학 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악장이다.베토벤이 4악장제를 택하

면서 마지막 악장을 소나타 형식으로 마무리 짓지 않고 론도 형식을 취

하고 있다.여기서의 론도는 원래 론도가 지닌 화려한 것과는 취지를 달

리하고 우울과 해학을 교차해서 유쾌한 기분을 체념 인 것으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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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복잡한 정서를 담고 있다.6)론도의 형 형식인 ABA C ABA

Coda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표 3>

<표 3>

부분 마디

A 1~9

B 9~24

A 24~33

C 35~55

A 55~64

B 64~83

A 83~99

Coda 99~113

A부분은 우울에 한 의문을 표 한 질문을 던지는 듯한 동기로 시작

하는 a동기와 4분 쉼표 두 개와 8분 쉼표 한개로 이루어져 있는 b동기

로 시작한다.8분음표 3개로 시작하는 a동기는 4악장 체에 계속 으로

반복된다.<악보 9>

6)백기풍 외,『베토벤 32곡의 피아노 소나타 곡분석과 연주법』 (서울:작은

우리 1993),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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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제 4악장 론도 A 부분(1~9마디)

B부분은 D장조의 상행하는 경쾌한 theme로 진행되며 오른손에서 시

작된 theme는 왼손에서 받아서 나온다.14마디부터 A장조로 조바꿈된

다.17마디에서는 A장조의 chromaticscale이 8마디에 걸쳐 나타난다.7)

<악보 10>

7)유연주,『L.v.BeethovenPianoSonataOp.10,No.3분석 연구』(세종 학

교 석사학 논문 2012),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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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제 4악장,론도 B부분(10~19마디)

25마디부터 론도 A부분이 그 로 재 되며 33~34마디는 C부분을

비하기 한 경과구로 나타난다.

C부분은 B♭장조의 theme로 시작되어 g단조로 반복,E♭장조로

한 번 반복되어 나타난다.<악보 11>45마디에는 론도 A의 주제 동기를

B♭장조로 재 시키고 49마디부터 7마디의 경과구를 거쳐 다시 A로 돌

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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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제 4악장,론도 C부분(35~42마디)

55마디부터 론도 A가 반복 되며 론도의 주제는 변주되어 나타난다.

론도 B의 반복은 64마디부터 처음 B형태와 동일하게 나타나다가 74

마디부터 새로운 동기의 형태를 나타낸다.왼손의 octave를 넘나드는 왼

손의 음역 변화는 색채 인 효과를 주고 있다.론도 A의 b동기도 사

용되고 있다.<악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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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제 4악장,론도 B의 반복(72~78마디)

83마디부터 변주된 론도 A의 마지막 반복이 나타나고,98마디의 마치

카덴자 같은 하행하는 음형진행으로 마무리하며 코다로 넘어간다.

코다는 론도의 주제 a동기의 오른손 왼손이 서로 바 어 나타나는 형

태로 시작된다.105마디의 왼손은 D음 pedalpoint안에서 론도의 theme

가 개되고,오른손은 chromaticscale과 arpeggio를 사용하면서 사라

지듯이 마무리된다.8) <악보 13>

8)유연주,『L.v.BeethovenPianoSonataOp.10No.3분석 연구』(세종 학교

석사학 논문 2012),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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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제 4악장 Coda(99~113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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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MendelssohnLiederohneWorteOp.30No.

1,Op.67No.2

2.1작품배경

멘델스존은 낭만주의 시 에 태어나 독일 낭만주의 작곡가로 불리지

만,멘델스존의 음악은 고 주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보수

성향을 띠었다.멘델스존은 평생 바흐,모차르트,베토벤의 작품을 귀감

으로 삼았다.그는 음악 균형을 방해하는 극단 인 감정을 피했다.그

의 곡은 화성이나 선율,리듬이 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 없

으며,음악을 형성하는 틀 자체도 매우 고 이다.9)

그는 오라토리오와 칸타타를 여러 편 작곡하고 바흐의 <마태 수난

곡>을 발굴하여 리 알린 데서도 알 수 있듯이,바로크 음악의 아름다

움에 주목했다.과거에 한 애착,고 주의 완성된 형식에 한 취미

와,새로운 것을 향해 열린 시야가 공존한다는 에서 그는 나 에 람

스와 비슷하게 신고 주의 음악에 한 발을 담그고 있다고 할 수도 있

다.10)

부분의 작품들은 고 인 양식이나 바흐의 법11)양식을 바탕

으로 자유로운 서정과 환상 인 아름다움을 음악에 담아 표 했다.그는

피아노 특유의 서정 감흥을 잘 살려,언어보다 아름다우면서 그 의미

까지 선명하게 달하는 기악곡을 작곡했다.반주와 깊이 교감하는 간결

9)김정진,『지 인 화를 한 교양 클래식 수업』(서울:도서출 앨피 2015)

p.24.

10)N.Wenborn,김병화 역,『멘델스존,그 삶과 음악』 (서울:포노 2010)

p.281.

11)counterpoint.두 개 이상의 별도의 수평 멜로디 선율을 함께 연주하여 교

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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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서정 이며 풍부한 멜로디 선율은 인 감화력을 발휘하기에

충분했다.12)

멘델스존의 무언가곡집은 피아노음악의 새로운 시도로서 48개의 소품

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8권으로 나뉘어 그의 평생에 걸쳐 작곡되었다.

작품명처럼 한곡 한곡은 가곡과 같이 각각 제목이 붙어 있는데,몇 개를

제외하고는 출 사가 제목을 붙인 것이다.13)

무언가의 표 구성방식은 성악곡 형식을 사용했다.선율은 그 어떤

작곡가의 곡과도 다른 독창 인 산물로서 멘델스존의 인간 이고 고상한

감에서 우러나온 서정성을 엿볼 수 있다.

소나타 형식 단순한 론도형식과 유사하게 된 몇 곡을 제외하고는

부분 ABA'형식으로 짜여져 있으며,이 ABA'가 곡의 형식을 새롭고

풍부하게 변화시켜 사용함으로 그의 탁월한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

다.14)

12)김정진,『지 인 화를 한 교양 클래식 수업』(서울:도서출 앨피

2015)p.18.

13)홍세원,『서양음악사』(서울:연세 학교 출 부 2001)p.480.

14)이경수,『F.Mendelssohn의 LiederohneWorte <베네치아 뱃노래 3

곡>에 한 분석 연구』(상명 학교 석사학 논문 2000)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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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작품연구

F.MendelssohnLiederohneWorteOp.30No.1

무언가 2권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번호 30의 6곡은 1833년부터 1837

년까지의 작품이다.그 Op.30No.1은 1835년에 작곡되었다.

E♭장조,Andanteespressivo,ABA'CODA 의 구조를 가지고 반주

가 붙은 독창곡의 형식으로 아르페지오의 반주 로 균형 있는 이즈

들이 단순한 서정 멜로디를 나타내고 있다.<표 4>

<표 4>

구조 마디 조성

A 1~13 E♭장조

B 13~22 e♭단조

A' 23~29 E♭장조

Coda 30~39 E♭장조

A부분은 pedalpoint의 베이스,왼손과 오른손의 화음을 이루는 아르

페지오 반주형식으로 시작된다.이 반주 형태는 곡의 끝까지 반복 으로

나타난다.단순한 반주부 에 서정 인 멜로디가 오른손 상성부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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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8마디에서는 c단조로 짧은 조옮김을 통해 곡의 긴장감을 주었다

가 2마디 만에 다시 F장조로 돌아오며 긴장을 해결한다.11마디에서 e

♭음의 dominant인 B♭음을 베이스에 사용하고,자연스럽게 조옮김을

하며 B부분으로 넘어간다.<악보 14>

<악보 14>A부분 (1~14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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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분이 시작되며 같은 으뜸음조인 e♭minor로 넘어간다.B부분은 4

분음표에 이어지는 하행하는 붓 을 사용한 a동기,4분음표에 이어지는

상행하는 붓 을 사용하는 음형의 b동기를 반복 으로 사용하고 있다.

<악보 15>

<악보 15>B부분 (13~17마디)

A'부분은 A의 주제선율과 B부분의 b동기가 짧게 재 되고 Coda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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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a는 왼손의 E♭음이 끝까지 pedalpoint로 사용되고 아르페지오로

나오던 왼손과 오른손의 화음 반주부가 선율 인 반주로 바 다.A부분

의 주제선율이 짧게 재 되고 사라지듯 마무리된다.<악보 16>

<악보 16>Coda부분 (30~39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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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endelssohnLiederohneWorteOp.67No.2

작품번호 67의 무언가 제 6권은 1843년부터 이듬해에 걸친 작품으로,

제 6권까지가 멘델스존의 생 에 출 되었다.제 7,8권은 그가 죽은 뒤

에 출 된 유작곡이다.

그 Op.67No.2는 ABA'B'CODA 형식을 취하며 f#minor의

Allegroleggiero로 12/16빠른 박자이지만 minor의 서정성을 잘 담고

있는 곡이다.12/16박자로 표기하여 16분음표의 스타카토 아르페지오가

흐르듯 들리지만 모든 음이 음가를 가지고 요하게 움직인다.반주 에

독창하는 듯한 멜로디를 가지고 있다.<표 5>

<표 5>

구조 마디 조성

A 4~14 f#minor

B 16~28 AMajor

A' 28~38 f#minor

B' 38~48 bminor

CODA 49~56 f#minor

16분음표의 왼손과 오른손의 화음으로 진행되는 스타카토 아르페지오

가 leggiero의 성격을 잘 나타내며 도입부가 시작된다.왼손이 4도 진행

하는 아르페지오로 이루어진 a동기,질문하는 듯 코드로 끝나는 음형과

쉼표의 b동기가 곡 체에 특징 으로 반복되어 나타난다.4마디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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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는 마치 성악곡의 주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상성부의 멜로디

와 함께 4마디에서 A 부분이 시작된다.<악보 17>

<악보 17>도입부와 A부분 (1~6마디)

10마디부터는 Ⅰ-Ⅳ-Ⅴ-Ⅰ 의 단순진행을 3번 반복하고 B부분으로

들어가기 한 짧은 연결구로 넘어간다.<악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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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A부분 (10~15마디)

14~16마디의 간주와 같은 연결구는 p부터 f까지 3마디 안에서 격하

게 다이나믹을 발 시키고 subitop로 A Major의 B부분이 시작된다.

멜로디는 반주의 b동기와 함께 질문하고 답하듯 연속되어 나오고,18

마디부터는 멜로디를 도와주며 하행하는 멜로디를 따라 화음이 나온다.

A부분에서는 12/16로 한마디 안의 12박자가 모두 바쁘게 움직 지만,

B부분은 한 마디를 4박자로 움직이며 큰 흐름을 보여 다.<악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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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B부분 (16~20마디)

A'는 A부분의 멜로디가 3도화음 병행진행으로 변주되어 나타난다.연

결구 없이 B'부분으로 넘어가며 B'부분은 bminor로 조되어 B의 축

소된 형태로 나타난다.다이나믹을 ff까지 발 시키며 상행하는 아르페

지오의 진행으로 곡의 클라이막스로 이끈다.

클라이막스가 마치면 conforza의 하행하는 세 음을 거쳐 Coda로 들

어간다.Coda는 클라이막스의 열기를 서서히 잠재우며 conforza의 하

행하는 세 음을 이어받아 이분음표로 계속 하행하며 멜로디를 마무리

한다.53마디부터 56마디는 마치 성악곡의 후주처럼 f#minor의 상행하

는 아르페지오와 코드로 곡을 마친다.<악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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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B'부분과 CODA (47~56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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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SchumannFantasiestueckeOp.12

3.1작품배경

슈만이 활동하던 낭만시 의 기악음악은 고 시 를 계승하여 과거의

통을 요시하는 기반 에서 발 내지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 다.

낭만시 의 음악은 문학을 배경으로 하여 성장하 고,이러한 문학의 배

경 속에서 작곡가들은 음악의 거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묘사하여 음악

속에서 문학 상을 찾으려고 하 다.15)

문학인들 한 음악에 지 한 심을 가지고 있었다.음악이 지닌 미

묘한 특성,즉 음악은 말로 표 할 수 없는 것을 표 할 수 있으며,인간

에게 내재해 있는 가장 묘하고도 강한 감정을 다른 어느 술 매체보

다 더 직 으로,더욱 정확하게 달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음악은,따라서 음악 외 인 아이디어를 표 하거나 성격을

묘사하기 한 매체가 되었다.16)작곡가들은 자유,환상,꿈,유머,풍자

등의 음악외 인 독특한 소재를 주 감정 표 을 통해 시 이고 낭만

으로 표출했으며,자유로운 인간의 감정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 다.17)

슈만은 술의 본질을 “시 인 것”으로 보았다.음악이나 문학 모두

다른 표 수단을 통하여 본질 으로 시 인 것을 추구한다는 슈만의 음

악 은 낭만주의 문학가들에서 향을 받은 것으로,음악과 문학의

15)홍세원,『서양음악사』(서울:연세 학교 출 부 2001)p.475.

16)F.E.Kirby,김혜선 역,『피아노 음악사:20세기 말까지』(서울:다리출 사

2007)p.170.

17)임수지,『R.SchumannHumoreskeOp.20,M.RavelValsesNobleset

Sentimentales,C.FranckPrelude,ChoraletFugue의 연주 연구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2014)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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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 성을 보여 다.시 인 술은 고귀하고 비 스러운 혼의 상태

를 드러내며,청 의 타지를 자극하고,새롭고 독창 인 형식을 보여

다고 보았다.이러한 미학 은 짧은 표제가 붙은 성격소품(Character

Pieces)18)에 잘 드러난다.19)

성격소품이 19세기 반기에 이른바 “낭만주의”작곡가들에게 선호된

이유는,형식이 매우 간단하고 작곡가의 갖가지 기분이나 감정, 타지

등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특히 슈만의 진가는 성격소품

을 통해서 드러나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먼 큰 주제

를 가지고 그 주제와 련된 정황이나 인물을 묘사한 것,하나의 철학

상념을 특정한 부제 없이 추상 으로 모은 것,마지막으로 형식의 목

으로 다른 형식과 표 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분된다.20)

슈만의 <Fantasiestuecke>op.12는 이 시 인 표제를 가지고 그것

을 묘사한 곡으로써 상상력의 자유로움,형식과 내용을 통한 다양함이

돋보인다.각각의 곡은 서로 정취 인 련을 가지면서 유기 인 체로

통일되어 있다.

<Fantasiestuecke> 라는 제목은 E.T.A 호 만21)의 소설 <칼로의 수

법에 의한 환상 소품집>에서 유래되었으며 순간 인 환상이나 불 듯

떠오르는 감을 묘사하는 여러 종류의 소품을 일컫는 말이다.그러나

호 만의 환상 소품과 비교하면 슈만의 그것은 환상의 날개폭에 빛이 있

18) 성격소품(CharacterPieces):독일어인 Charakterstück에서 유래한 용어

로,19세기 음악 특정한 분 기나 사상을 담은 짧은 음악작품을 말한다.낭

만주의 시 의 음악과 련이 깊다. 부분의 캐릭터 피스들은 비교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고,주로 A-B-A의 3부 형식으로 되어 있다.독일의 리트처럼

표 선율과 화성을 강조했다.

19)홍정수,김미옥,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 제1권 텍스트』(서울:나남출

1997)p.378.

20)임수지,『R.SchumannHumoreskeOp.20,M.RavelValsesNobleset

Sentimentales,C.FranckPrelude,ChoraletFugue의 연주 연구』(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2014)p.10.

21)E.T.A 호 만(1776~1822):환상 인 작품 세계로 유명한 독일 낭만주의 시

의 표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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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꿈의 밝고 부드러운 구원이 있다.22)

1837년 여름 슈만이 빈에 체류 했을 당시 작곡되었으며,제1곡 Des

Abends(석양),제2곡 Aufschwung(비상),제3곡 Warum?(어 하여),제4

곡 Grillen(변덕),제5곡 InderNacht(밤에),제6곡 Fabel(우화),제7곡

TraumesWirren(꿈의 얽힘),제8곡 Endevom Lied(노래의 종말)로 총

8개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의 여류 피아니스트인 AnnaRobena

Laidlav에게 헌정되었다.

22)음악세계,『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 러리⑭ 슈만』 (서울:음악세계 2002)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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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작품연구

제 1곡 DesAbends( 녁에)

2/8박자,D♭ Major,Sehrinnigzuspielen매우 내면 으로 연주할

것 이라고 있다.조용히 다가오는 어슴푸 한 석양을 연상시키는 아

름다운 녹턴풍의 곡이다.A-B-A-B-CODA 의 2부 형식을 가지고 있다.

<표 6>

<표 6>

구성 마디 조성

A 1~24 D♭Major

B 25~37 EMajor

A 39~62 D♭Major

B 63~75 EMajor

CODA 77~88 D♭Major

2/8박자이지만 순차 진행하는 셋잇단음표 음형을 기 로 겹리듬

3/8박자의 수평 선율 진행을 하고 있다.주제선율은 순차 하행하는

a동기와 순차 상행 하는 b동기로 구성되어 있다.3:2의 교차하는 헤

미올라 리듬은 제 1곡 체에 나타나고 Fantasiestuecke 반에 특징

으로 나타나는 표 인 리듬 형태이다.<악보 21>반복되어 나오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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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B 부분에서는 주제 선율을 모방하고 변형하여 곡 체에 통일성을

더했다.

<악보 21>제 1곡 DesAbends(1~13마디)

제 2곡 Aufschwung(비상)

6/8박자,fminor,Sehrrasch매우 하게,A-B-A-C-A-B-A 의

론도 형식이다.제 1곡과 조 으로 매우 격렬하고 박진감 넘치게 시작

하며 체 8곡 에 가장 많은 기교와 음악성을 요구하는 곡이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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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구성 마디 조성

A 1~16 fminor,A♭Major

B 17~40 D♭Major

A 41~52 fminor,b♭minor

C 53~114 B♭Major

A 115~122 fminor,A♭Major

B 123~146 A♭Major

A 147~154 fminor,

피상 인 해석보다는 혼의 고향이라는 함축성이 내재되어 있다.주

제 선율은 제 1곡의 첫 마디 선율선을 응용하 다.헤미올라 리듬이 특

징 으로 사용되었다.<악보 22>,<악보 23>

<악보 22>제 2곡 Aufschwung(12~16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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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제 2곡 Aufschwung(26~28마디)

왼손의 넓은 도약 음정과 옥타 를 넘나드는 진행,반음계 순차 진

행은 슈만의 즉흥 인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악보 24>

<악보 24>제 2곡 Aufschwung(32~36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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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곡 Warum?(어 하여)

2/4박자,D♭Major,Langsam undzart느리고 부드럽게,A-A'-A''

3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제목에서 말하듯이 질문과 응답이 여러 성

부에 걸쳐 번갈아 나타난다.침착하게,온건하게 그러나 진실한 기분으로

물음을 던진다.슬 기까지 한 애정을 갖고 물음의 선율을 조용하게 엮

어가는 수법은 훌륭하다.23)<표 8>

<표 8>

구성 마디 조성

A 1~16 D♭Major

A' 17~30 fminor

A'' 31~42 D♭Major

주제선율의 모방기법과 법을 사용하여 하나의 동기로부터 모방되

는 여러 성부들의 화로 이루어졌다.당김음의 반주형은 곡 반에 걸

쳐 나타난다.<악보 25> 클라라와 결혼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한 슈

23)음악세계,『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 러리⑭ 슈만』 (서울:음악세계 2002)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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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성부),클라라(상성부),비크(하성부)가 주고받는 화를 표 했다.

<악보 25>제 3곡 Warum?(1~16마디)

제 4곡 Grillen(변덕)

3/4박자,b♭minor,MitHumor유머를 가지고,A-B-C-A-B-A 의

론도 형식이다.스 르 효과를 주는 가볍고 경쾌한 곡이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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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구성 마디 조성

A 1~16 b♭minor

B 16~44 fminor,A♭Major

A 44~60 b♭minor

C 60~96 G♭Major

A 96~112 b♭minor

B 112~140 fminor,A♭Major

A 141~156 b♭minor

주제에 있어 육 한 스타카토 화음 진행과 이와 조 인 가볍고 경

쾌한 춤곡 분 기의 부 주제(B 부분)간의 조가 나타난다.붙임 과

이음 의 사용하고 약박의 악센트를 사용하여 강박을 변화시켜 당김음의

효과를 주면서 표제인 변덕스러움을 표 했다.<악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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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제 4곡 Grillen(마디)

제 5곡 InderNacht(밤에)

2/4박자,fminor,MitLeidenschaft열정을 가지고,A-B-A-CODA

의 3부형식이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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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구성 마디

A 1~68

B 69~143

A 144~212

CODA 213~223

매우 격정 인 밤의 분 기를 표 하고 있으며,슈만은 오스트리아의

시인 쥬릴 제르(FranzGrillPazer)의 희곡 ‘바다의 물결과 사랑의 물

결’의 향을 받아 1838년 4월 12일 클라라에게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 곡을 쓰고 나서 헬로와 안다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무척 기뻤습니

다.알고 있으시겠지요. 안다는 매일 밤바다를 헤엄쳐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등 까지 가는 것입니다.사랑하는 사람은 솔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아름답고 로맨틱한 옛 설입니다.<밤에>를 연주할

때 이 이미지를 잊을 수 없습니다.먼 그가 바다에 뛰어들고 -그녀가

부르고 -그가 답하고 -그가 바다를 헤엄쳐 뭍에 오르고 -그리고

포옹의 노래 -그리고 아쉬운 이별 -이윽고 모든 것을 밤이 어둠으로

감싸고.당신에게도 이 이미지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 말 해 주십시

오.」24)

오른손의 수평 인 선율 진행과 격렬하게 휘몰아치며 오르내리는 왼

손의 분산화음 음형과 함께 3:4의 헤미올라 교차리듬을 사용하

다.곡 반에 나타나는 반음계 진행은 풍부한 색채감을 주고 있다.

<악보 27>

24)음악세계,『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 러리⑭ 슈만』 (서울:음악세계 2002)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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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제 5곡 InderNacht(1~10마디)

제 6곡 Fabel(우화)

2/4박자,op.12에서 조표가 없는 유일한 CMajor의 곡이다.A-B-A

의 3부 형식이며 Langsam undschnell느리고 빠르게 라고 있듯이

느 한 부분과 빠른 부분이 교차되어 나온다.변화가 풍부한 시의 세계

를 이야기하는 듯한 재미있고 가벼운 느낌의 곡이다.슈만의 음악 시

의 세계가 잘 표 되어 있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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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구성 마디 조성

A 1~28 CMajor

B 29~69 aminor

A 70~89 CMajor

이야기의 서두를 꺼내는 듯한 느린 서주부와 본격 인 이야기로 들어

간 듯한 빠른 부분,그리고 막을 내리는 듯한 느린 부분이 번갈아 가며

등장한다.4마디 악구를 기본 형태로 가지고 있다.짧은 악 들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리듬,주법,선율,빠르기를 달리 하여 비

를 극 화 하 다.이러한 극 인 조는 환상을 표 하는 것이다.<악

보 28>음형의 모방과 반복을 통해서 악곡의 통일성을 다.

<악보 28>제 6곡 Fabel(1~20마디)



-49-

제 7곡 Traumes-Wirren(꿈의 얽힘)

2/4 박자,F Major의 자유로운 악상의 즉흥 인 곡으로 A-B-A'

CODA의 3부 형식이다.Äusserstlebhaft 단히 활기차게라는 지시어를

가지고 있으며 밝고 변덕스러운 느낌을 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연습

곡 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표 12>

<표 12>

구성 마디 조성

A 1~62 FMajor

B 63~94 D♭Major

A' 95~144 G♭Major

CODA 145~177 FMajor

FMajor의 밝은 느낌의 화려하고 기교 인 주제부분은 단조로운 16

분음표 음형의 빠른 순차 진행하는 선율로 이루어져있다.그와 조되는

B부분은 D♭Major로 환상 인 바로크 시 풍 코랄이 화성 으로 진행

된다.4분음표와 2분음표의 단순한 리듬만으로 구성되었으며 A에 비하

여 음악 내용과 길이가 축소된 형태이다.3도 4도 계의 먼 조로의

조가 특징 이다.<악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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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제 7곡 Traumes-Wirren(1~13마디,63~83마디)

제 8곡 Endevom Lied(노래의 종말)

4/4박자,F Major로 지 까지의 환상을 마무리하는 곡으로 여운을

남기면서 사라지는 듯한 결말을 표 한 곡이다.시 이며 활달한 마음으

로 폭넓게 노래된다.Mitgutem Humor좋은 유머를 가지고, 체 으

로 수직 선율로 구성된 곡이며 비교 긴 CODA를 가진

A-B-A-CODA의 3부 형식이다.<표 13> 슈만이 이 마지막 곡에 해

클라라에게 이 게 썼다.「거기에서 생각한 것은 마지막에는 모두 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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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결혼식으로 용해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그러나 끝에는 당신을

생각하는 가슴의 아픔으로 되돌아와 혼례의 종과 거식의 종이 섞여 들려

오는 것입니다.」25)

<표 13>

구성 마디 조성

A 1~32 FMajor

B 33~60 B♭Major

A 61~84 FMajor

CODA 85~117 FMajor

약박에서 시작되는 선율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약박을 강조하는 악상

이 특징 으로 나타난다.민요 인 코랄 풍을 성격을 가지고 있다.B부

분은 슈만 Carnaval의 Prémbule의 모티 를 인용하여 성부의 교차되는

리듬패턴이 순차 으로 나타난다.<악보 30>

25)음악세계,『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 러리⑭ 슈만』 (서울:음악세계 2002)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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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제 8곡 Endevom Lied(1~13마디,24~26마디)

CODA는 임시표의 사용으로 부속화음,반감7화음,변화화음을 사용함

으로써 색채감과 풍부한 음향효과를 주었으며,느린 템포는 사라져 가는

듯한 여운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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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DebussyPreludesBook2No.5,9

4.1작품배경

바로크 후기부터 1890년경에 이르기까지 서양 음악의 심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다.바흐에서 말러로 이어지는 계보가

러시아,보헤미아, 국,스칸디나비아,미국 등지로부터 온 작곡가들을

통해 차 생되기 시작한 것도 19세기 말,20세기 에나 일어난 일이

다.독일의 독 을 깨기 시작한 것은 랑스인,끌로드 드뷔시 다.그는

자신의 독특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20세기를 한 새로운 소리의 세계를

열었다.26)

인상주의는 회화에서 유래한 용어이다.인상주의 회화의 특징은 선명

한 윤곽이나 정확한 형식을 피하고 그 신 빛이나 색체 효과를 그리고

유연성 있는 구도에 의존하는 것이다.인상주의가 음악에 련되어서 언

되어진 말은 드뷔시의 악 모음곡 < (Printemps,1887)>에 해

서 “모호한 인상밖에 제시하지 못하고 형식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는 비평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넓은 의미에서 보면,인상주의 음악

은 일종의 표제음악으로 분류할 수 있다.그러나 인상주의는 낭만시 의

표제음악과는 달리 감정을 직 으로 표 하거나 거리를 설명하기보

다는 느낌이나 분 기를 창출하려하고 낭만음악의 구체 인 열정 신

암시를 주로 이용한다.인상주의 작곡가들은 선율,화성,리듬,음색,형

식상의 원칙 등 기존의 독일 낭만주의 음악이 구축해 놓은 통과는 획

기 으로 다른 음악언어를 형성하 다.27)

26)웬디 톰슨,정임민 역,『 한 작곡가의 생애와 술』(서울:마로니에북스

2007)p.186.

27)홍세원,『서양음악사』(서울:연세 학교 출 부 2001)p.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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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주의 음악을 정착시킨 인물은 ClaudeDebussy 다.‘음악’은 끊임

없이 순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의 움직임을 묘사할 수 있어서 인

상주의를 표 하기에 미술보다 더 합하다고 여겼다.이미지의 요성

과 미묘한 색채감, 통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어법의 화성은 드뷔시

의 음악에서 강조되는 신선한 개 이었다.그는 통 인 조성에서 벗어

난 화성을 사용하여 색채 효과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삼았다.그는 1889

년 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서 이국 인 음악과 악기를 함으로써

다양한 나라의 민속 소재들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의 두권의 주곡집은 각각 12곡으로 구성되어 있다.제 1권은 1909

년부터 1910년까지 작곡되었으며 제 2권은 1910년부터 1913년에 작곡되

었다.12곡이 서로 다른 악상과 조의 묘미를 발휘하도록 배열되었으며

1권과 2권을 합쳐서 24라는 수가 나타내듯이 드뷔시의 주곡집은 쇼팽

을 염두에 두고 있는 곡임에는 틀림없지만,각 곡의 조를 지표로 배열한

쇼팽이 채용한 구상도 드뷔시에게는 하나의 구속이었다.그의 주곡집

은 한층 철 하게 어떠한 결속으로부터 구속 받지 않고 분 기를 이용해

배열하여 즉흥성의 요성을 강조했다.이 그의 작품인 ‘화’나 ‘상’

처럼 표제에 의해서 자신의 환상을 미리 밝히는 것이 아니라, 주곡의

각 곡마다 제목 같은 것을 호 안에 넣어서 끝머리의 여백에 인쇄하는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 다.이는 감수성의 환상에 몸을 맡기는 즐거움,

수수께끼를 푸는 즐거움을 더하려는 의도이고 한 지나치게 묘사 인

해석을 피하기 한 본인의 의사표시이기도 하다.

제 1권과 제 2권 사이에 있는 서법과 양식은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1권의 작품들은 그의 피아노 음악의 종합 는 집 성이라는 느

낌이 짙은 작품들로 구성되어있고,제 2권은 만년에 새로운 사고의 개

가 시도되어 있는 작품이다.2권의 작품들은 더욱 객 이고,충동 이

지 않은 감수성이 요구되며 거의 반 으로 3개 이상의 보표로 기보되

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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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작품연구

C.DebussyPreludesBook2No.5

-Calmedoucementexpressif조용히 다정하게 정감을 나타내어

<Bryuéres,우거진 황야>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다. 원 이면서 외

로운 느낌이 부드러운 가토로 아련하게 펼쳐진다.3화음으로 연속되는

멜로디는 목가 인 분 기를 조성한다.제 1권에 수록된 ‘아마빛 머리의

소녀’와 한 분 기의 곡으로,작은 간목의 향기가 은은히 해지는

새벽과 정오 사이의 해안가에 한 회상을 하는 듯한 분 기의 곡이다.

<악보 31>

<악보 31>DebussyPreludesBook2N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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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ebussyPreludesBook2No.9

-Grave장 하게

<HommageàS.PickwickEsq.P.P.M.P.C.> 피크 크경을 찬하며

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다.사무엘 피크 크는 디킨스의 <피크 크 클럽

의 기록 PickwickPapers>에 나오는 주인공이다.이 주곡은 시작 마

디에서 큰 힘을 가지고 시작한다. 국 국가인 ‘GodsavetheKing’의

장 한 하강 선율을 패러디하여 장 한 분 기와 종종 걸음으로 돌아다

니는 듯한 피크 크 경의 풍자 인 비와 코믹한 변형이 두드러지는 작

품이다.깍듯한 의와 오만스러울 정도의 냉담함,호 인 돌성,

축되어 어쩔 모르는 태도 등을 번갈아 묘사하며 주인공의 허구에 찬

세계를 묘사했다.<악보 32>

<악보 32>C.DebussyPreludesBook2No.9(1~9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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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 론

지 까지 본 논문에서는 Beethoven의 <KlaviersonateOp.10-3D

dur>,Mendelssohn의 무언가 <LiederderohneWorte> Op.30-1,

Op. 67-2, Schumann의 <Fantasiestuecke> 그리고 Debussy의

<PreludesBook2> 5번과 9번을 분석 연구하여 좀 더 폭넓은 곡의

이해를 돕고자 하 다.

베토벤의 작곡시기 모방의 시기에 작곡된 기소나타

<KlaviersonateOp.10-3>는 작품 10에 속하는 3곡 에 유일한 4악장

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고 소나타의 틀 안에서 자신만의 개성 있는

표 방식을 나타내며 3곡 가장 진보 인 곡으로 평가받고 있다.독창

이고 풍요로운 아이디어를 새로운 방법으로 담하게 시도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 다.

고 주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보수 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

던 Mendelssohn은 낭만주의 작곡가 지만,음악 균형을 방해하는 극

단 인 감정을 자제했으며,음악을 구성하는 형식도 매우 고 이다.무

언가곡집은 피아노음악의 새로운 시도로서 그의 평생에 걸쳐 작곡되었으

며 8권으로 나뉘어있다.무언가는 그 어떤 작곡가의 곡과도 다른 독창

인 산물로서 멘델스존의 인간 이고 고상한 감에서 우러나온 서정성을

엿볼 수 있다.

슈만이 활동하던 낭만주의시 에는 성격소품이 작곡가들에게 선호되

었다.형식이 매우 간단하고 작곡가의 갖가지 기분이나 감정, 타지 등

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슈만의 진가도 성격소품을 통해

드러난다.자유,환상,꿈,유머,풍자 등의 음악외 인 독특한 소재를 주



-58-

감정 표 을 통해 시 이고 낭만 으로 표출했으며,자유로운 인간

의 감정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 다.슈만의 <Fantasiestuecke>Op.12는

시 인 표제를 가지고 그의 상상력의 자유로움,형식과 내용을 통한 다

양함을 담고 있다.

인상주의 음악을 정착시킨 ClaudeDebussy는 통 인 조성에서 벗

어난 화성을 사용하여 색채 효과를 얻어내고,다양한 나라의 민속 소

재들을 사용함으로써 신 이고 독창 인 음악어법을 만들어 냈다.드

뷔시의 주곡집은 어떠한 결속으로부터 구속 받지 않고 분 기를 이용

해 배열하여 즉흥성의 요성을 강조했다. 한 각 곡마다 제목 같은 것

을 호 안에 넣어서 끝머리의 여백에 인쇄하는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나치게 묘사 인 해석을 피하고 감수성의 환상에 몸을 맡기는 즐거움,

수수께끼를 푸는 즐거움을 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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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k,HyominGraduateRecital

Program Analysis

-L.v.Beethoven:KlaviersonateOp.10-3D dur

F.Mendelssohn:LiederohneWorte

Op.30-1,Op.67-2

R.Schumann:FantasiestueckeOp.12

C.Debussy:PreludesBook2No.5,9-

Park,Hyomin

MajoringinPiano,DepartmentofMusic

TheGraduateSchoolofMusic

SeoulNationalUniversity

Thisthesisisastudy on my master'sdegreegraduation

performanceprogram :L.v.Beethoven<KlaviersonateOp.10-3D

dur>,Op.30-1,Op.67-2inMendelssohn<LiederderohneWo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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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mann<Fantasiestuecke>,No.5andNo.9inDebussy<Preludes

Book2>.Theaim ofthethesisistogetunderstandingaboutmy

graduation performance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 of each

composerandwork.

<KlaviersonateOp.10-3>,oneofBeethoven'srepresentative

earlysonatas,isasonatawhichwascomposedintheearlyperiod,

among his composition period.Affected by seniormusicians like

Haydn,Mozart,etc.,itsform andstylehasmanysimilaritieswith

theirs, however, it still represents Beethoven's own emotional

expressionsanduniquecharacter.

Mendelssohn who has a representative German Romantic

composeracceptedtheworksofBach,Mozart,andBeethovenashis

modelsinlifetime.HewasaRomanticcomposerandyethismusic

hadaconservativetendencywhichdidnotdeviatefrom thecategory

ofclassicism.His<LiederohneWorte>literallymeanssongwithout

words.This thesis willstudy how his lyricism and rich inner

stabilitypermeatedhisworksobserving<LiederohneWorte>.

Schumann'smusiccontainshisprofoundliterary grounding,

abundantimagination,and philosophicalworld.Among his many

masterpiecesforpiano,<Fantasiestuecke>Op.12isonethatexpress

ashisimagination and freedom.TheeightFantasieshavepoetic

titles and he aimed at pursuing human emotions with various

materials.

Debussy,whoopenedupthe20thcenturymusicwithunique

musicallanguage,grew upinacomplicatedhistoricalbackgroundof

19thcentury.HiscreativestylecalledImpressionism canunderstood

as a combination ofnationalism and exoticism which were the

characteristics ofRomanticism.Debussy created his own unique

musicallanguagewithvariousmusicalelementsonthefoundation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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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raditionalGermanRomanticmusicthatheaccepted.Thisthesis

willresearch the historicalbackground which affected Debussy's

Impressionism andhismusicalbyexaminingDebussyPreludeswhich

wereatmyperformanceprogram.

keywords:Beethoven,Klaviersonate,Mendelssohn,Liederohne

Worte,Schumann,Fantasiestuecke,Debussy,Prelude

StudentNumber:2013-2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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