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음악학석사 학위논문 

 

F.P.Schubert 와 H.Wolf 의 

<Mignonslied> 비교분석 
 

An analysis and comparison of Mignon’s song 

–Wilhelm Meister by  

F.P.Schubert and H.Wolf 

 

 

 

 

 

2018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성악전공 

김 채 령





F.P.Schubert 와 H.Wolf 의 

<Mignonslied> 비교분석 
 

 

지도 교수 서 혜 연 
 

이 논문을 음악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성악전공 

김 채 령 
 

김채령의 음악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 년 2 월 
 

위 원 장      박 미 혜            (인) 

부위원장      서 혜 연            (인) 

위    원       전 승 현            (인) 





 i 

초    록 

 
   낭만주의는 자유분방하면서 현실감보다는 환상적인 특성을 더 

강조하는 무한적인 것을 갖춘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잘 드러내는 

특징을 갖는다. 이 가운데 문학은 자연에의 동경, 국민주의, 

민족주의 등의 서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고 그 중 특히 괴테의 

문학은 문학 뿐 아니라 시와 문학이 일치를 이룬 리트(Lied) 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 다. 그의 작품 가운데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에 수록된 <미뇽의 노래> 는 독일 서정시로 슈베르트, 

볼프 이외에도 슈만, 베토벤, 라흐마니노프 등 다수의 작곡가들에 

의해 작곡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작곡가들 중 초기 낭만시대의 대표적 

작곡가 슈베르트(F.P.Schubert)와 후기 낭만시대의 대표적 작곡가 

볼프(H.Wolf)의 가곡 중 미뇽이 노래한 시 “Kennst du das Land, 

wo die Zitronen blühn”, “Nur wer die Sehnsucht kennt”, “Heiss mich 

nicht reden, heiss mich schweigen”, “So lasst mich Scheinen, bis ich 

werde” 의 리듬, 형식, 화성, 반주부 등을 비교 분석하여 같은 시로 

두 작곡가의 시에 대한 다른 접근법을 알아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음악 기법 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먼저 19C 낭만주의의 문학과 음악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예술가곡의 배경을 이해한다. <미뇽의 노래>의 

원작이라 볼 수 있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의 작품 배경과 

문학사조의 위치를 알아본다. 그리고 소설 속의 미뇽의 성격을 

알아봄으로써 시의 이해를 높이고 <미뇽의 노래>의 이해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  

슈베르트는 고전적인 형식의 틀에서 채 벗어나지 못하 고 

반주부가 성악 선율에 종속적인 특성을 많이 보이고 있어 

낭만주의적 성격이 덜 나타난다. 이에 비해 볼프는 시어의 의미를 



 ii 

더 중요시하여 화성적 색채에 가사의 의미를 더 담아 내었고 잦은 

전조, 당김음, 다양한 악상 등 훨씬 자유롭고 진보적인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같은 시로 출발한 두 작곡가의 

작품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시를 해석해 내었지만 두 작곡가 모두 

시와 음악이 접한 연관성이 있고 작곡가의 사상,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형식, 선율, 화성, 다양한 반주 기법 등을 사용하여 시의 

내용을 음악에 표현해 내는 등 예술 가곡의 특징은 잘 보여주고 

있다. 음악적 표현 방법은 후기 낭만주의로 갈수록 다양해지며 

세분화되고 성악 선율이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반주부와 

이중주라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표현의 방법은 다양해짐을 

알 수 있었다. 낭만주의 예술가곡을 연주함에 있어서 시대적 특징과 

시인의 특성, 가사의 내용과 작곡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요점들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선행된다면 더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미뇽, 슈베르트, 볼프, 낭만주의, 괴테, 예술가곡,  

학  번 : 2016-2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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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 세기 독일 예술가곡의 발전은 독일 낭만시의 발전과 함께 

한다. 특히 괴테의 시는 가곡 작곡가들에게 많은 자극을 불러 

일으켰다. 괴테는 “시는 음악이 붙여지기 전까지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미래의 창조물이 될 가곡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필수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고 말할 정도로 시와 음악의 

접한 관계성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그의 시는 많은 

작곡가들에게 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괴테의 대표작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Wilhelm Meisters 

Lehrjahre)>, <파우스트 (Faust)> 등 수많은 시들은 음악으로 

만들어져 독일 가곡사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의 등장 인물 중 하나인 

미뇽의 슬픈 이야기는 많은 작곡가들에게 감을 주어 첼터 (Carl 

Friedrich Zelter,1758~1832), 베토벤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슈베르트 (Franz Peter Schubert, 1797~1828), 슈만 

(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856), 볼프 (Hugo Wolf, 

1860~1903), 라흐마니노프 (Sergei Rachmaninoff, 1873~1943), 

리스트 (Franz Liszt, 1811~1886)등 99 명의 작곡가들이 곡을 붙 다. 

이들 중 슈베르트, 슈만, 볼프 만이 4 개의 Mignon 의 시를 모두 

사용하여 작곡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슈베르트와 볼프의 

<미뇽의 노래> 를 선택하여 비교 연구해보고자 한다.  

   소설 속의 미뇽이 부르는 노래는 총 4 개로 각각 다른 상황에서 

미뇽에 의해 불리는 노래이다.  

   첫번째 곡 “Kennst du das Land” 는 빌헬름이 미뇽을 딸처럼 

키울 것을 약속하고 부르는 노래이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희망 

                                                
1 Dietrich Fischer-Dieskau, The Fischer-Dieskau Book of Lieder, New 

York : Limelight Editions, 1995,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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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품고 있으나 납치된 어린아이의 무력함과 함께 절망이 

묻어나는 곡이다.  

   두번째 곡 “Nur wer die Sehnsucht kennt” 는 강도를 만나 

중상을 입은 빌헬름을 구해 준 여인에게 빌헬름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그리워하자 미뇽과 하프 타는 노인(Harfner)이 이중창으로 

부르는 노래이다.  

   세번째 곡 “Heiß mich nicht reden” 은 미뇽과 빌헬름이 헤어지고 

난 뒤 부르는 노래로, 미뇽의 빌헬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드러나면서 비 로 간직하겠다는 마음 또한 다지는 노래이다.  

   네번째 곡 “So lasst mich scheinen” 은 연극이 끝난 후 천사옷을 

벗기려 할 때 부르는 노래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미뇽이 자신의 

끝을 결심하고 부르는 노래이다. 본인의 죽음을 결심하고 부르는 

노래이지만 다음을 향한 희망도 함께 느껴진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소설 속의 미뇽에 대한 이해와 미뇽의 

노래가 가지는 문학적인 특징과 가사로써 가치를 탐구하고 각 시에 

곡을 붙인 슈베르트, 볼프의 곡을 분석하여 같은 낭만시대의 

작곡가이지만 다른 작곡 기법을 가지고 있던 두 작곡가의 가사에 

따른 음악적 해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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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낭만주의의 예술과 음악의 관계 

 

   18 세기 말의 예술은 여러 분야에서 서정적인 경향을 띤다. 

문학은 자유분방하면서 현실감보다는 환상적인 특성을 더 강조하는 

무한적인 것을 갖춘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잘 드러내는 낭만주의의 

특징이 19 세기 전반에 걸쳐 드러난다.  

   낭만주의 문학은 자연에의 동경, 국민주의, 민족주의 등 내용은 

참신하고 자유로운 서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려 신적인 힘을 체험해 

나감으로써 실현하고 있다. 2  이러한 서정적인 언어의 표현은 

낭만주의 음악에서 서정적인 리듬, 화성, 선율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 다. 또한 음악가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되었고 시, 

문학, 미술 등 다른 분야에도 친근감을 가졌기 때문에 음악의 

다양한 표현을 이용하여 다방면의 문화를 응축시켰다. 그 중 시는 

작곡가들에게 큰 감을 주었는데 특히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 쉴러(Friedrich von Schiller,1759~1805), 

하이네(Heinrich Heine,1797~1875), 아이헨도르프(Joseph von 

Eichendorff,1788~1857), 뫼리케(Eduard Friedrich Mörike,   

1804~1875) 등의 시인들이 작곡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낭만주의의 작곡가들은 말과 음악을 일치시키려고 기악 

음악에서는 표제음악으로 사고를 표현하 고 가곡에서는 가사와 

리듬, 멜로디, 화성이 접한 관계를 이루며 감정을 표현하 다. 

그러나 낭만주의 음악에 있어서 언어란, 중세 음악에서처럼 

                                                
2 Martini, Fritz.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황현수역, 서울, 독일문학사, 

1989,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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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어로서의 언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기나라의 민족성에 

입각한 모국어 다.3 

   초기의 예술가곡은 민요적 성향이 강해서 노래와 가사의 일치가 

자연 발생적이고 시의 전체가 음악과 깊이 결부되어 있었다. 

예술가곡은 점차 발전되어 가면서 불리우는 가사가 그 자체로 

음악의 분자로서 결부되어 시와 음악이 융화되어 하나의 

예술작품을 이루어냈다.  

   괴테의 시는 특히 많은 작곡가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미뇽은 그 

중 특히 사랑받은 서정시 다. 이 서정시에 곡을 붙인 낭만주의 

전기의 대표적 작곡가 슈베르트와 낭만주의 후기의 대표적 작곡가 

볼프의 미뇽의 노래을 비교 분석해보자 한다.  

 
2 . 괴테와 그의 소설 <Wilhelm Meister Lehrjahre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1) 괴테와 문학, 괴테와 음악 

    

   요한 볼프강 폰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 

는 시인은 자연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내적 그리고 외적으로 

동화하여야 한다고 믿었으며, 자연의 종속자이자 때로는 지배자여야 

한다고 믿었다. 4  괴테는 시의 감은 단지 자연으로부터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시인 자신의 혼을 통한 창작 활동을 인한 결과물로 

시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인간애,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자신의 정신적 힘을 다 쏟아 부어 작품을 완성해야 

                                                
3 박찬기, “괴테와 괴테문학의 의의’, 수문당, 1991, p.247 
4 Amanda Glauert, Hugo Wolf and the Wagnerian Inherit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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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이후에는 잘 다듬어진 전체를 잘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5 

괴테의 “ 혼이란 완전히 사라질 수 없는 자연이며, 원에서 

원으로 향을 미치는 것”6 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괴테의 

시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통찰한 인간의 깊은 내면과 감정, 

혼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다른 시인의 것과는 철저히 차별화 

되었다. 그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에도 미술품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는 괴테의 어린 시절 화가들의 

출입이 빈번하 던 가정환경의 향이다. 또한 소설의 큰 배경이 

되는 극단도 인형극을 좋아했던 어린 시절 괴테의 모습이 반 되어 

있다. 

   괴테는 카를  프리드리히 첼터(Karl Friedrich Zelter, 1758~1832) 

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시는 음악이 붙여지기 전까지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미래의 창조물이 될 가곡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필수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할만큼 음악이 시에 주는 

역할을 크게 생각하 다. 7  그는 그의 모든 작품이 음악의 소재로 

사용되는 것을 좋아했고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상당수의 

서정시에서 콘트라팍타 방식을 사용하 다. 8  괴테는 그 자신이 

자신의 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여기듯이 작곡가도 그에 적합한 

자의식을 가지고 표현이 풍부한 음악적 내용과 음악적 형식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 다.9  

   이와 같은 괴테의 음악에 대한 관심과 시와의 접한 관계성은 

많은 작곡가들에게 감을 불러일으키며 시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5 Ibid  
6 J.W.Goethe,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2, 안삼환 역, 서울:민음사, 

1999, p.12 
7 Dietrich Fischer-Dieskau, The Fischer-Dieskau Book of Lieder, New 

York : Limelight Editions, 1995, p.13  
8 기존의 음악에 새로운 가사를 붙이는 패러디 방식 
9 Amanda Glauert, Hugo olf and the Wagnerian Inherit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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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과 자신들의 음악적 감을 부가하여 시와 음악이 하나가 

되는 “예술가곡(Lied)” 이라는 장르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수많은 작곡가들에 의해 탄생한 <미뇽의 노래>의 원작인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는 1787 년 <빌헬름 마이스터의 

연극적 사명(Wilhelm Meister Theatralische Sendung)> 이란 

이름으로 집필 되었으며 2 년간 이탈리아 여행 후 쉴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 1759~1805) 의 권유로 다시 

집필하기 시작하여 1796 년 8 개부분으로 이루어진 4 권의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쉴러와는 10 년 이상 문학적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 는데 

프랑스 혁명, 고대 그리스 문화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괴테는 

자연과학에, 쉴러는 철학과 역사에 뛰어났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줄 수 있었다.  

   괴테는 이탈리아 여행에 이후 자연과학사상의 향을 받아 더욱 

인간 내면으로부터의 이상에 입각한 예술을 구체화시키고자 하 다. 

이 시기에 <이피게니아(Iphigenie auf Tauris)>,<에그몬트(Egmont)>, 

<타소(Torquato Tasso)>등의 인본주의적 성향을 가진 작품들이 

쓰여졌다. 10  괴테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연극시대>를 완결하던 

시기에 그의 또다른 인생작 <파우스트(Faust)>를 집필하기 시작한다.  

소설 속 주인공의 유년시절부터 청년시절까지 자아 성찰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잘 묘사한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는 ‘성장 소설’ 또는 ‘발전 소설’ 이라고도 불린다. 11  이 

소설이 현대의 독자들에게도 공감될 수 있는 근거는 괴테의 자아 

성장의 과정이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있다 할 수 있다.  

                                                
10 황성아, 괴테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 중 미뇽의 노래 “Nur wer die 

Sehnsucht kennt”에 의한 슈베르트, 슈만, 차이코프스키의 가곡 비교, 분석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6, p.7 
11 강나 , 볼프의 가곡 “미뇽의 노래” 분석,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10,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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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설 속의 미뇽의 의미 

  

   소설 속의 미뇽은 매우 이국적인 외모에 작은 키, 검은 피부를 

가진 신비로운 여성으로 나타내어진다. 또한 소설에서는 남녀 

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그’ 라고 지칭되기도 때로는 

‘그녀’ 라고 지칭되기도 하 다. 그 당시에 ‘미뇽’ 이란 뜻은, 남색의 

상대가 되는 소년 또는 정부를 듯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12 괴테는 

이 모든 것을 ‘미뇽’ 이라는 설정에 담아 내었으며 하나의 특별한 

존재를 나타내고자 하 다. 미뇽은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순진무구한 요정처럼 묘사되면서 낭만, 신비, 동경, 이상 등을 

표상하고 있다.  

근친상간의 관계에서 태어나 완벽하지 않은 미뇽은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는 존재이면서, 빌헬름이 자아를 형성하고 인격체로서 

성장하는 데까지 많은 공헌을 하는 인물로서 서로의 불완전함을 

서로를 통해 완전하게 채워나가는 관계가 된다.  

이처럼 미뇽은 소설 속 모든 인물들이 하나의 사회에서 

조화롭게 삶을 위할 수 있게 도와주며 인본주의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다.  

 
(3) Mignon 의 노래 배경과 시의 내용, 형식 

 

① Kennst du das Land, wo die Zitronen blühn  

   (당신은 레몬꽃 피는 나라를 아시나요)  

 

이 시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의 제 3 권에 나오는 

것으로 빌헬름에 대한 애정과 동경이 드러나는 한편 어린 시절 

미뇽의 생가 (生家)에 대한 기억과 유괴 당했을 때의 산길 광경을 

                                                
12 안진태, 독일 담시론, 서울:열린책들, 2003, 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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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한 것이지만 미뇽의 기억이 따뜻한 날에 한정되어 있다. 이 

시의 ‘레몬꽃 피는 나라’는 이탈리아를 가리키며, 마지막의 ‘우리의 

갈 길’ 은 빌헬름과 함께 돌아가고 싶은 알프스의 한 공간을 말한다. 

각 연의 마지막 행에 등장하는 ‘내사랑’, ‘내 보호자’, ‘아버지’ 등은 

모두 빌헬름을 지칭하는 말로 빌헬름에 대한 복합적인 심리를 잘 

드러낸다. 이 시는 미뇽의 빌헬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듯 

보이지만, 괴테의 남국에 대한 동경을 그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13  

   슈베르트는 이 노래를 1815 년에 작곡하 으며 <Mignonslied> 

와 <Mignons Gesang (op.3)> 라는 타이틀로 알려지고 있다.  

   볼프는 1888 년 12 월 17 일에 이 곡을 작곡하 고 Mignon Ⅰ, 

Ⅱ, Ⅲ 보다 먼저 작곡되었다.  

   이 시에는 슈베르트와 볼프를 제외하고도 첼터 (C. F. Zelter) 

1795 년, 베토벤 (L. von Beethoven) 1809 년, 라이하트 (J. F. 

Reichardt) 1809 년, 리스트 (F. Liszt) 1842 년, 슈만 (R.Schumann) 

1849 년에 각각 작곡되었다. 

   이 시는 6 행 3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연은 1, 5 행이 같은 

초성(Kennst)로 이루어지는 3 단락으로 나누어지며 전체적 구성은 

A-A’-A’’ 로 되어있다. 각 행의 구조는 a-a’-b-b’-c-d 로 

이루어지며 3 연의 주제는 “Kennst du das Land” 로 통일되어 있다.  

   행의 마지막 단어들 blühn, ziehn, weht, steht 등이 강음절14 로 

끝나며 이것은 이상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보여진다.  

 

    Kennst du das Land, wo die Zitronen blühn 

    (당신은 레몬꽃 피는 나라를 아시나요) 

 

                                                
13 조남원, J. W. Goethe 의 시 “Mignon” 에 의한 Mignons Lied 비교 

연구(F. P. Schubert 와 H. Wolf 의 작품을 중심으로), 2002, p.10 
14 발음할 때 강세를 두는 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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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nnst du das Land, wo die Zitronen blühn, 

   Im dunkeln Laub die Goldorangen glühn, 

   Ein sanfter Wind vom blauen Himmel weht, 

   Die Myrte still und hoch der Lorbeer steht? 

   Kennst du es wohl? Dahin! 

   Dahin möcht' ich mit dir, O mein Geliebter, ziehn. 

 

   Kennst du das Haus? Auf Säulen ruht sein Dach, 

   Es glänzt der Saal, es schimmert das Gemach, 

   Und Marmorbilder stehn und sehn mich an: 

   Was hat man dir, du armes Kind, getan? 

   Kennst du es wohl? Dahin! 

   Dahin möcht' ich mit dir, O mein Beschützer, ziehn. 

 

   Kennst du den Berg und seinen Wolkensteg? 

   Das Maultier such im Nebel seinen Weg, 

   In Hohlen wohnt der Drachen alte Brut; 

   Es stürzt der Fels und uber ihn die Flut. 

   Kennst du ihn wohl? Dahin! 

   Dahin geht unser Weg! O Vater, lass uns ziehn! 

 

 당신은 레몬꽃 피는 나라를 아시나요 

 어둔 잎 그늘에 황금 오렌지 열매 빛나는  

 푸른 하늘 살랑 바람 불어 오는 곳 

 도금은 조용히, 월계는 높이 서 있는 곳 

 당신은 아시나요?  

 그 곳으로! 그 곳으로 당신과 같이 가고싶다 오! 내 사랑! 

 

 당신은 큰 기둥 위의 지붕이 있는 집을 아시나요? 

 홀이 빛나고 방들이 반짝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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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석 조각이 내려다 보는  

 가여운 아이야 무슨 일을 당한거니  

 당신은 아시나요? 

 그 곳으로! 나의 수호자여, 당신과 가고싶다 

 

 당신은 산과 구름 사이의 그 다리를 아시나요 

 당나귀는 안개 속의 그 길을 찾고 

 동굴 속에 전설의 용둘이 사는 

 바위는 떨어지고 그 위로 폭포가 떨어진다.  

 당신은 아시나요?  

 그 곳으로! 우리들은 간다. 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소서. 

 
② Nur wer die Sehnsucht kennt Weiss, was ich leide!  

   (나의 괴로움을 아는 이만이 이 괴로움을 알리라!) 

 

이 시는 제 4 권 11 장에 나오는 시로 빌헬름이 극단 유랑 여행 

중 부상을 당하고 묘령의 여인에게 도움을 받고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때마침 미뇽과 하프타는 노인이 이중창을 부른다. 이 

노래는 빌헬름에게는 여인에 대한 그리움을, 미뇽에게는 자신의 

고향 이탈리아를 향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빌헬름에 

대한 그리움도 포함되어 있다.  

총 12 행으로 구성된 이 시는 1,2 행은 11,12 행에서 반복되어 

내면에서 메아리치는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홀수행은 kennt, 

abgetrennt 등 t 로 끝나고 짝수행은 leide, Freude 등 d 로 끝나는 

행이 교대로 나타나 통일성을 주고 있으며 운율이 정확하게 

드러난다.  

 

Nur wer die Sehnsucht kennt, was ich leide! 

(나의 괴로움을 아닌 이만이 이 괴로움을 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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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 wer die Sehnsucht kennt 

Weiß, was ich leide! 

Allein und abgetrennt 

Von aller Freude, 

Seh ich ans Firmament 

Nach jener Seite. 

Ach! der mich liebt und kennt, 

Ist in der Weite. 

Es schwindelt mir,  

Es brennt mein Eingeweide. 

Nur wer die Sehnsucht kennt 

Weiß, was ich leide! 

그리움을 아는 사람만이  

나의 괴로움을 알리라!  

혼자, 그리고 모든 즐거움과  

단절된 곳에 앉아  

저 멀리 허공을 바라본다. 

아, 날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사람  

먼 곳에 있네! 

나의 마음은 어지럽고 타들어 간다. 

그리움을 아는 사람만이  

알리라, 나의 괴로움을! 

 

③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  

   (말하라 하지 마세요, 침묵하게 해주세요!) 

 

이 시는 소설의 제 5 권 16 장에 내용과 별 연관성없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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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뇽은 길을 잃고 갑자기 납치가 되는데 그 때의 충격으로 말을 

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이러한 그녀의 배경에 의해 그녀의 비극적 

운명을 노래하는 시이지만 그녀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인간의 비극을 포괄적으로 노래한다고 볼 수 있다. 

1 연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할 수 없은 안타까움, 2 연은 

시간의 속절없음, 3 연은 나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에게 위로 받는 

미뇽이 묘사된다.  

이 시는 4 행씩 3 연으로 총 12 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규칙한 

운율로 이루어지고 어두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좀 더 성숙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앞선 시들과는 달리 불안정하며 말 

못하는 아픔을 지닌 미뇽의 괴로움을 대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 

(말하라 하지 마세요, 침묵하게 해주세요!)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 

Denn mein Geheimniß ist mir Pflicht; 

Ich möchte dir mein ganzes Innre zeigen, 

Allein das Schicksal will es nicht. 

 

Zur rechten Zeit vertreibt der Sonne Lauf 

Die finstre Nacht, und sie muß sich erhellen; 

Der harte Fels schließt seinen Busen auf, 

Mißgönnt der Erde nicht die tiefverborgnen Quellen. 

 

Ein jeder sucht im Arm des Freundes Ruh, 

Dort kann die Brust in Klagen sich ergießen; 

Allein ein Schwur drückt mir die Lippen 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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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nur ein Gott vermag sie aufzuschließen. 

     

    말하라 하지 말고 침묵하게 해주세요 

    비 을 지키는 건 저의 의무입니다! 

이 내 속 당신에게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운명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네요. 

 

아침 해 떠오르는 시간이 되면  

어두운 밤이 물러나며 제 정체를 밝힙니다. 

단단한 바위도 가슴을 풀고 

깊이 감추었던 샘 대지에 선사합니다. 

 

누구나 친구의 품 안에서 안식을 찾고 

가슴의 한 풀 수 있어도  

굳게 닫힌 내 입술만은  

신께만 열 수 있습니다.  

   

④ So lasst mich scheinen, bis ich werde  

   (제 모습 보여지는대로, 이대로 있게 해주세요) 
 

이 시는 <수업시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연극적 사명> 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수업시대> 제 8 권을 집필할 당시인 

1794 년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소녀적인 표현이 많은 

시로서 미뇽의 소녀다움이 가장 잘 묘사되면서 내면의 아픔이 잘 

나타난다.  

제 8 권 2 장 마지막에 나오는 시로 천사로 분장한 미뇽이 연극이 

끝나도 천사옷 벗기를 거부하며 이 노래를 부른다.  

4 행 4 연으로 총 16 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연은 e 와 s , 

2 연은 e 와 k, 3 연은 n 과 b 가 교대로 규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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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의 Feste Haus 는 죽음(무덤) 을 상징하고 있으며 2 연과 3 연은 

부활을 4 연은 어린시절에의 갈망을 노래하고 있다.  

 

    So lasst mich scheinen, bis ich werde, 

(제 모습 보여지는대로, 이대로 있게 해주세요) 

 

So lasst mich scheinen, bis ich werde, 

Zieht mir das weiße Kleid nicht aus! 

Ich eile von der schönen Erde 

Hinab in jenes feste Haus. 

 

Dort ruh' ich eine kleine Stille, 

Dann öffnet sich der frische Blick; 

Ich lasse dann die reine Hülle, 

Den Gürtel und den Kranz zurück. 

 

Und jene himmlischen Gestalten 

Sie fragen nicht nach Mann und Weib, 

Und keine Kleider, keine Falten 

Umgeben den verklärten Leib. 

 

Zwar lebt' ich ohne Sorg und Mühe, 

Doch fühlt' ich tiefen Schmerz genung. 

Vor Kummer altert' ich zu frühe; 

Macht mich auf ewig wieder jung. 

 

제 모습 보여지는대로 이대로 있게 해주세요 

흰 옷을 벗기지 말아주세요! 

이제 곧 아름다운 이 곳을 떠나  

저 단단한 무덤으로 갈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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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잠시 쉬고 나면  

새로운 눈이 뜨일 거예요. 

저는 새하얀 옷도  

허리띠와 화관도 두고 떠날 거예요. 

 

저 천상의 존재들은  

남녀도 묻지 않고  

옷도 주름도  

깨끗해진 몸에는 필요 없으니까요 

 

저는 걱정과 고단함은 없었지만  

깊은 고통을 많이 느꼈고 

불행을 너무 일찍 느꼈어요 

저를 원히 젊게 해주세요. 

 
3 . 슈베르트와 볼프 가곡의 일반적 특징 

 

(1) 슈베르트 (Franz Peter Schubert, 1797~1828) 

  

   슈베르트는 모든 장르의 음악을 작곡하 으나 특히 독일 예술 

가곡의 왕이라 불리울 만큼 600 여개의 가곡을 작곡하여 가곡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작곡가이다. 슈베르트는 노래 

부르기에 적합치 않은 독일어로 가곡을 만들 때 시와 음악의 

일치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이 노력으로 인해 예술가곡 

(Lied)이 현재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다. 리델(J. Riedel) 은 

‘슈베르트는 가사 속에서 압도적인 음악적 유기체의 힘, 즉 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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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평형을 만들어 내기에 충분한 힘을 도입했다’ 15  라고 

말하 다.  

그는 가곡에서의 피아노의 역할을 단순한 반주 이상의 것으로 

만들었다. “마왕(Erlkönig)” 의 반주부에서는 말발굽 소리, 

“물레감는 그레첸(Gretchen am Spinnrade)” 물레 돌아가는 모습, 

“보리수(Der Lindenbaum)” 에서는 보리수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슈베르트는 반주를 통해 소리 뿐만 아니라 

움직임, 심리적 묘사까지 해내며 오감을 음악에 녹여내어 예술 

가곡의 위치를 한 단계 더 상승시켰다.  

   슈베르트는 그의 가곡에 기악곡의 형식을 도입해 음악을 더 

풍요롭게 하 다. 론도 형식이나 소나타 형식의 동기 발전, 

오스티나토 저음 기법 등을 도입하여 각 시가 가진 특징을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하 다.  

   또한 조바꿈을 통해 극적 효과를 더했으며 불협화음의 사용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슈베르트의 시도들은 시가 가지는 미묘한 

감정을 음악으로 구체화시키기에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으며 

이러한 슈베르트의 특징들이 독일 예술 가곡 발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는 또한 시를 선택함에 있어 짧은 서정시를 선택하여 

작곡하여서 감정적이고 자유분방한 그의 성격이 잘 드러나게 

하 다. 그는 가곡에서 그의 무한한 상상력과 꾸밈없는 멜로디의 

선율을 시와 결합하여 예술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완성하 다.  

슈베르트는 가곡을 작곡할 때 매 악절마다 같은 음악이 반복되는 

유절가곡 형식, 반주부나 선율에서 약간의 변화만 주는 유절가곡 

형식, 시의 내용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 통절가곡형식, 이야기에 

따라 모두 다른 템포와 분위기를 가지는 가극 형식, 이렇게 4 가지 

형식으로 작곡하 다.  

                                                
15 Johanes Riedel, “낭만파의 음악”, 서울:세광출판사, 김범수 역, 1988,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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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서정시와 음악과의 융합이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가곡 가운데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 중 미뇽의 노래 

4 곡을 통해 괴테 시의 특성과 슈베르트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볼프(Hugo Wolf, 1860~1903)  

  

   볼프는 후기 낭만 예술가곡의 대표적 작곡가로 슈베르트, 슈만의 

흐름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20C 독일 가곡의 새로운 방향성의 

제시한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슈베르트보다 시의 내면적 

의미와 형식의 표현을 풍성하게 하 다. 그는 슈베르트나 

슈만으로부터의 전통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보다 풍부한 단어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확장된 조성을 사용하 고 음의 높낮이의 

일치를 통해 심리적 상태를 전달하려 하 고, 화성과 선율 또한 

감정을 민감하게 잡아내었다. 그는 시의 선택에도 신중했으며 주로 

괴테, 뫼리케, 하이네, 아이헨도르프 등의 시를 선택하 다.16 

   그는 작곡을 하기 전 시의 선택에 오랜 시간을 할애하 는데 

일정기간 동안 한 시인의 작품에만 집중하여 작곡을 하 다. 볼프의 

작품집은 시인의 이름을 먼저 적어 놓았는데 이는 볼프가 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예이다. 볼프는 다른 

작곡가들과는 다르게 민요 선율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바그너 

음악극의 향으로 가사의 표현을 위해 아리오조 형식을 많이 

사용하 다. 볼프는 프랑스의 인상주의 음악과는 또다른 화성의 

붕괴를 이루었는데 불협화음, 4,6 화음, 증화음의 자유로운 사용 또한 

그의 특징 중 하나이다.  

볼프는 바그너의 음악극 형태에 많은 향을 받았는데 바그너의 

화성을 계승하여 그만의 가곡 세계를 만들었다. 모든 마디마다 

임시표를 사용하여 전조를 하며 음악에 다양한 색을 입혔는데 이는 

                                                
16 문경수, “성악문헌-독일가곡편”, 솔렘기획, 1998,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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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언어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탁월한 방법이었다. 

또한 낭창법 (Declamation)17 을 사용하여 반주와 더 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때로는 선율과 반주가 독립성을 가지며 모든 

가사의 음 을 반주부가 설명해주기도 하 다. 볼프 가곡의 

반주부는 그저 반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율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볼프 가곡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반복되는 리듬의 사용이다. 

그의 가곡은 일정한 리듬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시의 내용에 

따라 조성이 바뀌거나 형식이 바뀔 때 리듬도 같이 변화한다.  

본 논문에서는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 중 미뇽의 노래 4 곡을 

통해 볼프 가곡의 특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4. 슈베르트와 볼프의 미뇽의 노래 작품 비교 

 
(1) 형식 

 

슈베르트와 볼프가 괴테의 동일한 시에서 가사를 가져왔기 

때문에 시의 형식과 곡의 형식을 따로 보는 것 보다 본래의 시가 

가지고 있는 형식을 바탕으로 슈베르트와 볼프가 어떻게 곡을 

이끌어 나가는지 비교하는 것이 곡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다. 때문에 시의 형식이 곧 곡의 형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탐구하 다.  

 

① Kennst du das Land, wo die Zitronen blühn 
 

   괴테의 Kennst de das Land 는 3 연 6 행으로 이루어져있다. 1 연은 

1 행과 2 행의 각운을 맞춰 n 을 사용하 고 3 행, 4 행에서 t, 5 행, 

                                                
17 가창에 있어서 말을 음악보다 우선시키는 것, 즉 시의 자연스러운 표현, 

말의 운율을 중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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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행은 n 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 다.18 이같이 괴테의 시는 

그 자체만으로 운율이 잘 이루어지는 시이다. 이 운율감의 

슈베르트와 볼프의 작곡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악보를 통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악보 1,2 참조> 

 

<악보 1> 슈베르트 Kennst du das Land 1~10 마디 
 

 

 
                                                
18 본 논문 p.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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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을 보면 7 마디까지는 같은 형태의 반주부가 진행되다가 

8 마디부터 반주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시의 

형식과 연관된다.19 볼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2> 볼프 Kennst du das Land 1~16 마디 
 

 

 

                                                
19 본 논문 p. 8 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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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2>를 보면 슈베르트와 달리 반주부의 변화가 없고 화성의 

변화가 보인다. 시의 운율감을 슈베르트는 멜로디와 반주의 형태를 

통해 형식적 변화를 통해 표현하고 있고 볼프는 화성을 통해 

분위기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화성에 관한 

부분은 화성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Kennst du das Land 에서 형식상 중요한 단어는 5 행과 

6 행의 Dahin 이다. 이 Dahin 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 두 작곡가는 

차이를 보인다. <악보 3, 4 참조> 

 

<악보 3> 슈베르트 Kennst du das Land 19~40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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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베르트의 악보에서 Dahin 의 반복된 횟수를 보면 얼마나 

중요하게 쓰 는지 알 수 있다. 슈베르트는 괴테의 원작 시보다 

Dahin 을 더 많이 사용했다. Dahin 의 한국어 해석은 “그 

곳으로!‘이다. 슈베르트는 이 시에서 중심 단어를 Dahin 으로 보고 

곡을 쓴 것을 엿볼 수 있다. 

 

<악보 4> 볼프 Kennst du das Land 30~38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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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볼프는 슈베르트 보다 길이가 짧고 가사도 그대로 

가져왔다. 가감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슈베르트처럼 Dahin 이 

강조된다는 점도 찾을 수 없다. 최고 음은 möcht’이다. 슈베르트가 

‘그 곳’에 방점을 찍었다면, 볼프는 ‘가고 싶다’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 부분은 슈베르트와 볼프가 지향하는 바가 달랐다는 것을 

보여 준다.  

총 3 연으로 이루어진 시의 형식에 따라 슈베르트와 볼프 모두 

3 부분으로 나누어 작곡하 는데 2 연과 3 연도 1 연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슈베르트는 서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 고 볼프는 

시어의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면서 작곡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시의 운율과 형식의 해석은 같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Nur wer die Sehnsucht kennt Weiss, was ich leide! 
 

괴테의 Nur wer die Sehnsucht kennt 는 총 12 행 3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홀수행은 t, 짝수행은 d 로 끝나면서 통일성과 운율이 

드러나고 1,2 행이 11 행과 12 행에서 반복되면서 시의 안정감을 

더해준다.  

 Nur wer die Sehnsucht kennt 의 슈베르트와 볼프의 형식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악보 5, 6, 7, 8 참조> 

 

<표 1> 슈베르트 Nur wer die Sehnsucht kennt 구성  
 

1~2 행 7~15 마디 

3~8 행 17~26 마디 

9~10 행 27~33 마디 



 25 

11~12 행 34~41 마디 

 

<표 2> 볼프 Nur wer die Sehnsucht kennt 구성 
 

1~2 행 9~12 마디 

3~8 행 13~31 마디 

9~10 행 32~36 마디 

11~12 행 49~53 마디 

 

<악보 5> 슈베르트 Nur wer die Sehnsucht kennt 7~10 마디  
 

 
 

<악보 6> 슈베르트 Nur wer die Sehnsucht kennt 23~26 마디 
  

 

 
<악보 7> 볼프 Nur wer die Sehnsucht kennt 5~13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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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볼프 Nur wer die Sehnsucht kennt 23~29 마디  
 

 



 27 

 

 
이 곡은 슈베르트와 볼프 모두 가사의 내용에 따라 1,2 행, 

3 행에서 8 행, 9,10 행, 11,12 행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 <표 1>, 

<악보 5> 와 <악보 6> 에서 알 수 있듯이 슈베르트는 가사의 

내용의 변화에 따라 반주부도 변화가 확실한 반면, 볼프는 <악보 

7> 과 <악보 8> 에서 보이듯이 일관된 어조로 반주를 하고 있다. 

슈베르트는 시의 각 부분의 변화에 집중한 반면에 볼프는 맨 

마지막 ‘Weiss, was ich leide! (알리라, 나의 괴로움을!)’ 에 집중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화성적인 측면의 차이이기 때문에 화성 

부분에서 언급하도록 한다. 

 

③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 
 

괴테의 Heiß mich nicht reden 은 총 3 연 4 행으로 이루어진 

시이다. 각 연의 홀수행과 짝수행이 각운을 이루면서 음절은 

불규칙하지만 운율은 통일성있게 이루어져 있다.  

슈베르트와 볼프의 작곡 방식을 악보를 통해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악보 9> 슈베르트 Heiß mich nicht reden 8~17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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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9> 에서와 같이 슈베르트의 Heiß mich nicht reden 은 

13 마디의 선을 기준으로 형식이 나뉘게 되는데 이는 시의 2 연의 

시작부분이다. 슈베르트는 앞과 뒤에 반주의 변화가 크게 없이 

진행되고 있다. 베이스를 지속음으로 만들고 음을 추가함으로써 

화음의 두께를 더 두껍게 할 뿐이다.  

 

<악보 10> 볼프 Heiß mich nicht reden 7~14 마디 
 



 29 

 

 

 
    

   볼프의 곡은 10 마디의 표시에서부터 형식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곡 역시 연이 바뀔 때 형식의 변화가 나타난다.  

   7~10 마디에서 볼프는 슈베르트와 비슷하게 화음 반주로 오다가 

11~14 마디에서는 성악 선율과 주고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슈베르트는 전조를 통해 이 부분을 이끌고 있는 반면 볼프는 

감 7 화음과 반감 7 화음을 통해 이 부분을 이끌고 가고 있다.  

    

④ So lasst mich scheinen, bis ich w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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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So lasst mich scheinen 을 살펴보면 괴테의 시는 4 연 

4 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연의 1 연은 e 와 s, 2 연은 e 와 s, 3 연은 

e 와 g 이 홀수행과 짝수행에 번갈아 사용되면서 운율을 살린다.20 

 이 시에 대한 슈베르트와 볼프의 형식을 아래의 악보를 통해 

비교 분석해 보자. <악보 11,12 참조> 

 

<악보 11> 슈베르트 So lasst mich scheinen 8~19 마디  
 

 

 

 

                                                
20 본 논문 p. 14 참조  



 31 

 
   <악보 11> 에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보이듯이 슈베르트는 

다음 연으로 진행하기 전에 피아노를 통하여 연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 후에 나오는 반주의 형태는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17 마디의 동그라미로 표시된 dann 으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성악 

선율과 반주부를 동형 진행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형태는 거의 비슷하다. 

 

<악보 12> 볼프 So lasst mich scheinen 5~14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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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12> 의 반주부의 전체적인 진행은 슈베르트에 비해 

변화가 있지만 반주 형태는 유사한 부분을 보여준다.  

악보를 통해 살펴본 결과, 슈베르트와 볼프 모두 반주의 변화가 

많이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런 진행은 시의 내용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경험으로 생겨난 

내면의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하얀 옷을 벗기 싫어하는 소녀다운 

모습에 숨겨져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반주에 많은 변화를 

주기 보다는 분위기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갔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 곡의 또 다른 특징은 슈베르트는 전주가 있고 볼프는 전주가 

없다는 점이다. 슈베르트는 전주에서 반주부가 멜로디와 분위기를 

먼저 제시해주고 성악 선율이 들어가는 것으로 처리하 으며, 

마지막 후주로 마무리 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악보 13> 슈베르트 So lasst mich scheinen 1~4 마디 전주 
 

 
 

<악보 14> 볼프 So lasst mich scheinen 1~4 마디 반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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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볼프는 전주가 없이 성악 선율과 반주부가 동시에 

시작하고 있다. <악보 14> 는 볼프의 So lasst mich scheinen 

도입부의 반주부이다.  

   이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반주부가 2 마디 단위로 반복되는 

구조이다. 이후에 이어지는 반주부도 보통 2 또는 4 마디 단위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반복에 의해 느껴질 수 있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볼프는 전주를 쓰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악보 15> 볼프 So lasst mich scheinen 35~39 마디  
 

 
    

   볼프의 후주 <악보 15> 와 <악보 14> 를 비교해보면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  1 마디와 

35 마디, 2 마디와 36 마디, 3 마디와 38 마디, 4 마디와 39 마디를 

살펴보면 후주는 변화 모방을 통해 만들어 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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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는 맨 앞에 있는 반주의 요소를 섞어서 후주를 만들어 곡의 

통일감을 주었고 4 마디가 아닌 5 마디(3+2) 21 로 만들면서 회상적 

분위기까지 더하고 있다.  

 

<악보 16> 슈베르트 So lasst mich scheinen 44~47 마디 
 

 
 

   반면 <악보 16> 에서 알 수 있듯이 슈베르트의 후주는 곡을 

맺는 역할로만 쓰여졌다.  

 
(2) 리듬 
 

   슈베르트와 볼프는 괴테의 동일한 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필자는 슈베르트와 볼프의 작품에 비슷한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중 하나는 박자표이다.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슈베르트와 볼프 박자 비교표 
 

 슈베르트 볼프 

Kennst du das Land 2/4 3/4 

Nur wer die Sehnsucht 6/8 6/8 

Heiß mich nicht reden 2/2 4/4 

So lasst mich scheinen 3/4 4/4 

                                                
21 37 마디가 추가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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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r wer die Sehnsucht kennt 는 슈베르트와 볼프 모두 동일한 

박자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으며, Heiss mich nicht  reden 은 

박자표는 다르지만 2 박자 계통이라는 점에서는 상통한다. 반면, 

슈베르트는 Kennst du das Land 를 2 박자 계통으로, 볼프는 3 박자 

계통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So lasst mich scheinendmf 슈베르트는 

3 박자 계통으로 볼프는 2 박자 계통으로 다룬다. 이 두 곡에서 

슈베르트와 볼프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두 작곡가의 시의 해석상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사에 리듬을 부여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두 작곡가 모두 

시의 언어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리듬을 비슷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박자표는 다르지만 선율의 리듬이 유사하거나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시들은 그것을 뒷받침해준다.  

 

① Kennst du das Land, wo die Zitronen blühn 

 

<그림 1> Kennst du das Land 리듬비교 
 

 
 

<악보 17> 슈베르트 Kennst du das Land 7~10 마디 성악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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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볼프 Kennst du das Land 14~16 마디 성악 성부 
 

 
   위의 <그림 1>을 보면 리듬에 차이를 보이는데, <악보 17> 과 

<악보 18> 에서 알 수 있듯이 슈베르트는 ein 에서 wind 까지를 

하나의 호흡으로, vom 에서 weht 를 다른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있는 반면, 볼프는 Wind 를 강조를 하기 위하여 마디의 첫 번째 

박자에 Wind 를 넣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볼프 Kennst du das Land 는 박자표의 변화 또한 흥미로운데 

이는 화성과 연관이 있다.  

 

<악보 19> 볼프 Kennst du das Land 21~29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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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의 전체적인 박자는 3/4 이고, <악보 18> 의 f minor 부분은 

9/8 로 되어있다. 단순히 3 박자 계통으로 분위기를 변화한 것은 

아니다.  

 

<악보 20> 볼프 Kennst du das Land 5~6 마디 성악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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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마디의 성악 선율을 보면 6/8 의 리듬을 볼 수 있다. 6/8 로 

바꿔보면 점 4 분음표–4 분음표–8 분음표 / 점 4 분음표–8 분음표 

3 개의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리듬은 전형적인 6/8 리듬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볼프가 단순히 9/8 의 3 박자 계통의 

리듬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6/8 의 뉘앙스를 통해 바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21> 볼프 Kennst du das Land 23~24 마디 성악선율 
 

 
 

또 f minor 부분의 ‘Kennst du es wohl? (당신은 아시나요?)’ 

부분을 살펴보면 음가를 보았을 때, 2 분음표 – 점 4 분음표 – 

4 분음표 – 4 분음표 – 8 분음표로 점차적으로 리듬의 단위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의문문에 대한 강조 또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② Nur wer die Sehnsucht kennt Weiss, was ich leide! 

 

<그림 2> Nur wer die Sehnsucht kennt 리듬비교 
 

 
 

 <그림 2> 를 보면 두 작곡가가 2 박자 계통의 6/8 으로 작곡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노래의 맨 처음의 가사를 리듬만 적어보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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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Heiss mich nicht reden, heiss mich schweigen! 

 

<그림 3> Heiss mich nicht reden 리듬비교 
 

 
 

또한, <그림 3> 에서와 같이 2 박자 계통의 Heiss mich nicht 

reden 도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④ So lasst mich scheinen, bis ich werde 

 

<악보 22> 슈베르트 So lasst mich scheinen 5~7 마디 성악 성부 
 

 
<악보 23> 볼프 So lasst mich scheinen 1~2 마디 성악 성부 
 

 
 

<그림 4> So lasst mich scheinen 리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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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o lasst mich scheinen 리듬 비교 

 
 

<악보 22> 와 <악보 23> 은 슈베르트와 볼프의  So lasst mich 

scheinen 성악 성부이다. 이 곡은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박자표도 

조도 다르지만 리듬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 <그림 5> 를 보면 슈베르트와 볼프가 가사에 

리듬을 붙이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슈베르트와 볼프의 미뇽의 노래의 리듬을 비교 분석해 보았을 

때 유사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시의 운율에 

대한 해석이 두 작곡가가 유사하다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3) 화성 

 

기존의 논문들은 화성분석을 음도이론으로 하고 있다. 위에 

언급된 내용처럼 슈베르트만 분석한다면 음도이론으로도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지만, 볼프와 같은 경우는 음도이론으로는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하여 슈베르트와 볼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는 본 논문에서는 화성을 음도로 분석하기보다는 

기능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 다. 아래의 표는 이 

논문에서 쓰일 중요한 기능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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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능분석의 주요 용어 정리  
 

Tonic(T) 으뜸화음 또는 원조 

Dominant(D) 으뜸화음의 완전 5 도 위 화음 또는 조 

Sub Dominant(S) 으뜸화음의 완전 5 도 아래 화음 또는 조 

Pallale(P) 나란한 화음 또는 조 

Gegen(G) 반 나란한 화음 또는 조 

*본 논문의 편리를 위하여 괄호안의 약자로 표기한다. 

 

1) 슈베르트 
 

   슈베르트 미뇽의 노래의 화성진행의 특징은 주로 1 차 관계조 

안에서 전조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더 확장하면 1 차 관계조의 

나란한조까지 확장이 되기는 하지만 주로 1 차 관계조 안에서 

전조가 된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슈베르트 미뇽의 노래 화성 비교 

 

Kennst du das Land 

마디 1~6 6~11 11~16 17~40 41~46 46~57 58~81 

조성 F Ab Db F f Db F 

 

Heiß mich nicht reden 

마디 1~7 8~11 11~13 13~23 24~30 31~42 

조성 e G e C E e 

 

So lasst mich scheinen 

마디 1~18 18~19 19~21 21~38 38~39 39~41 41~47 

조성 B D b B d b B 

 

Nur wer die Sehnsucht kennt 

마디 1~12 12~15 16~18 19~47 

조성 a C 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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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Kennst du das Land, wo die Zitronen blühn 

 

<표 6> 슈베르트 Kennst du das Land 형식 
 

1 부분 2 부분 3 부분 

1~40 마디 F 1~40 마디 F 41~59→60~71 마디 f→F 

 

슈베르트의 Kennst du das Land 는 크게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 마디에서 40 마디를 도돌이표를 함으로서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41 마디부터는 앞의 40 마디까지와는 다른 진행을 

보여주며, 40 마디까지의 주 조성이 F Major 라면 41 마디부터는 f 

minor 로 이루어진다.  

 

<악보 24> Kennst du das Land 슈베르트 19~20 마디 / 60~61 마디 

    
 

   그러나 19~40 마디와 60~81 마디 부분은  동일하게 처리하고 

곡을 맺는다. 

 

<악보 25> 슈베르트 Kennst du das Land 1~18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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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nnst du das Land 를 자세히 보면 나머지 세 곡에 비해 전조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0 마디까지 조성을 살펴보면 

F(1~6) → Ab(6~11) → Db(11~16) → F(17~40) 로 이루어져 있다. 

이 관계는 F Major 를 기준으로 T → tP → tG → T 으로 되어있다. 

T 와 T 사이에 같은 으뜸음조인 t 의 나란한조와 반 나란한조가 

배치되어있다. 이렇게 조성을 설정한 이유는 Db Major 에 있다. 

Dahin 의 전 가사는 ‘Kennst du es wohl? (당신은 아시나요?)’ 이다. 

슈베르트는 Fr.6 를 이 의문문의 형태에 사용하고 있다. Dahin 의 

조를 F Major 로 본다면 Kennst du es 까지를 Fr.6 마지막 wohl 을 D 

Major 로 설정하여 Dahin 에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었다. 앞서 

형식에서 Dahin 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했는데, 그 강조가 

D 를 통해 T 으로 진행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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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Nur wer die Sehnsucht kennt Weiss, was ich leide! 

 

<악보 26> 슈베르트 Nur wer die Sehnsucht kennt 16~18 마디 
 

 
 

   Nur wer die Sehnsucht kennt 는 중간에 g minor 의 조성이 나오는 

것을 제외하면 1 차 관계조 안에서 조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 

 

<악보 27> 슈베르트 Heiß mich nicht reden 37~39 마디 
 

 
 

   Heiß mich nicht reden 도 역시 1 차 관계조 안에서 조가 바뀐다.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악보 27> 의 37 에서 38 마디를 보면 조가 

잠시 F 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 화성을 분석해보면 F 의 Ger.6 → 

D Major 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전조가 아니다.  e 

minor 에서 F Major 는 나폴리 화음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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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마디에서 끝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곡들에서의 나폴리 

화음의 쓰임과 비슷하게 종지 부분의 역할로 쓰이고 있다.  

 

④ So lasst mich scheinen, bis ich werde 

 

<악보 28> 슈베르트 So lasst mich scheinen 18~19마디 / 38~39마디  
 

 
 

So lasst mich scheinen 의 화성 진행을 보면22 전조의 범위가 1 차 

관계조의 나란한 조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곡을 자세히 봤을 때, 18~19 마디와 38~39 마디는 D Major 나 d 

minor 로 전조된다고 보기 힘들다. 이 부분이 강렬하게 D Major 나 

d minor 로 들리기는 하지만, 전조의 과정이 너무 짧다. 이 부분을 

기능적으로 분석해보면 tP 또는 tp 가 된다. 이 부분의 가사가 

‘Dann öffnet sich der frische Blick (새로운 눈이 뜨일 거예요)’, ‘Doch 

fühlt' ich tiefen Schmerz genung (깊은 고통을 많이 느꼈고)’ 라는 

것을 생각하면 왜 슈베르트가 전조의 분위기가 나는 화성을 

붙 는지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곡의 조성은 B Major 이다. 

거기에 같은 으뜸음조인 b minor 가 삽입되지만 전체를 이끄는 

조성은 B Major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를 기능적으로 정리해보면 

T(t)로 아주 간단한 곡이다.  

 
2) 볼프  
                                                
22 본 논문 P. 39 <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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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를 살펴보면 볼프의 미뇽의 노래는 슈베르트처럼 화성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슈베르트처럼 각 조의 진행이 Sub Dominant, 

Dominant, Tonic 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볼프는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화성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성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명동음을 가지고 전조하는 

부분도 있어 관계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전조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 곡씩 살펴보자. 

 

① Kennst du das Land, wo die Zitronen blühn 

 

<악보 29> 볼프 Kennst du das Land 5~8 마디 
 

 
 

   볼프의 Kennst du das Land 는 Gb Major 의 조성이 잘 

드러나는데 T 음의 지속저음 위에 S, D, T 화음이 얹혀 있기 때문에 

Gb Major 의 조성감을 느낄 수 있다. 

   앞서 슈베르트의 Kennst du das Land 가 3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언급하 는데 23  볼프도 동일하게 3 부분으로 작곡하 다. 

볼프도 5 마디에서 73 마디까지는 주 조성을 Gb Major 로 삼고, 

77 마디부터 이명동음 조인 F# minor 를 주고 있다. 이는 슈베르트가 

1 마디부터 40 마디에 장조를, 41 마디부터 58 마디까지 단조를 

부여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위의 조표를 정리해 놓은 것을 

각 마디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3 본 논문 p.40 <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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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볼프 Kennst de das Land 형식 
 

1 부분 1~40 마디 

1~12 Gb 

13~20 Eb 

21~31 f 

32~40 Gb 

2 부분 41~77 마디 

41~57 Gb 

58~68 f 

69~77 Gb 

3 부분 78~123 마디 

78~95 f♯ 

96~110 Ab 

111~123 Gb 
 

   각 부분별로 조를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볼프의 다른 곡들과 

다르게 여러 번 조표가 바뀐 것을 살펴 볼 수 있으며 각 부분의 

시작(Gb)과 끝(Gb) 사이에  f minor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1 부분에서 Eb Major 가 추가되어 있는 점이다. Eb 

Major 가 추가된 이유는 가사와 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 

부분의 가사 느낌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조성으로 보인다.24 

 

<악보 30> 볼프 Kennst du das Land 21~28 마디 
 

                                                
24 본 논문 p. 8 시 해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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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29>를 보면 이 부분에서는 t 를 들을 수가 없다. 단지 f 

minor 의 느낌만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조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S, D, T 이다. Tonic 은 조의 시작이자 끝이다. 보통 T 으로 

끝나면 곡은 끝나게 된다. Dominant 는 T 으로 향하기 위한 

에너지이다. D → T 으로 진행할 때 비로소 긴장감이 해결되게 된다. 

Sub Dominant 는 보통 D 로 진행하게 되는데 D 로 향하기 위한 

에너지라고 보면 된다. 더 확실하게 S → D →T 의 진행이 이뤄지면 

확실한 정격진행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 부분의 화성을 분석해 보면 

s(21~23 마디) – D(24 마디) – s(25~27 마디) – D(28~29 마디)로 

볼 수 있다. f minor 의 t 은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s 와 

D 를 통해 f minor 의 조성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볼프가 미뇽의 

노래 전체 곡들 중 유일하게 조표를 바꾼 작품이다.  

 

 

② Nur wer die Sehnsucht kennt Weiss, was ich le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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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 볼프 Nur wer die Sehnsucht kennt 49~57 마디 
 

 
 

볼프의 Nur wer die Sehnsucht kennt 는 다른 곡들에 비해 더 

모호하나 확실하게 조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은 49 마디부터 

57 마디까지이다.  

조표는 b 2 개로 Bb Major 나 g minor 이지만 이러한 조성감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 Bb Major 나 g minor 에 없는 음인 Ab 이 자주 

등장함으로써 조성을 흐리고 있고, 비화성음 적으로는 이중으로 

전타음를 사용하고 있어 화성을 모호하게 만든다. 이것은 볼프가 이 

시를 표현하는데 있어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  

보통의 곡에서 종지는 T(t)로 끝나지만 이 곡은 D 로 끝나고 

있다. 심지어 피카르디 종지의 느낌이 웅장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는 시어의 해석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25 

 

③ Heiß mich nicht reden, heiß mich schweigen! 

                                                
25 본 논문 p. 12 시 해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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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 볼프 Heiß mich nicht reden 1~4 마디 
 

 
 

   볼프의 Heiß mich nicht reden 의 시작은 <악보 30>에서 볼 수 

있듯이 단 3 화음으로 시작한다. 조성은 분명 F Major 인데 화음은 

Bb minor 화음인 것이다. 이는 f minor 의 s 를 차용한 화음으로 F 

Major 와 f minor 의 경계를 허문다. 그리고 볼프의 이 곡이 

슈베르트의 곡을 참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eden과 schweigen에 

비화성음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슈베르트와 볼프 모두 re 에는 

계류음을 사용하고 schweigen 에는 전타음을 사용하 다. 또 

흥미로운 점은 3 마디에서 4 마디까지 기능적으로 동일하게 T – D 

– D - T 의 진행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슈베르트는 한 눈에 그 

점이 눈에 들어오지만 볼프는 그렇지 않다. 자세히 살펴보면 볼프의 

화성진행은 T – D7/DG – D3 - Tp 이다.  

 

<악보 33> 슈베르트와 볼프 Heiß mich nicht reden 화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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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비화성음  
 

   여기서 중요한 기능을 다시 정리하면 T – D – D - T 의 진행이 

나온다. 음도이론으로 분석했을 경우 전조의 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기능적으로 볼 때 모두 하나의 조에 속해있는 것이다.  

 

<악보 34> 슈베르트 Heiß mich nicht reden 13~14 마디 
 

 
 

   앞서 언급했듯이 B 부분은 슈베르트는 전조를 통해, 볼프는 

감 7화음과 반감 7화음을 통해 이끌어 간다. 슈베르트는 별도의 전조 

과정 없이 e로 A부분을 맺고 장3도 아래인 C로 B부분을 시작한다. 

이를 기능으로 고쳐보면 t – tG 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고전시대라면 

나란한 조인 G, 즉, t – tP 로 진행하지만 슈베르트는 달랐다. 실제로 

단 3 도 위인 G 로 바꾸어 보면 성악 선율이 완전 5 도가 올라가거나 

완전 4 도가 낮아진다. 완전 5 도를 올릴 경우, 성악 선율이 매우 

높아져 노래 부르기가 힘들어 지고, 완전 4 도를 내릴 경우, 가사의 

느낌을 잘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슈베르트는 장 3 도 아래인 C 로 

조를 정한 것이다.  

 

<악보 35> 볼프 Heiß mich nicht reden 11~14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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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반해 <악보 34> 에서처럼 볼프는 불안정한 화음인 

감 7 화음과 반감 7 화음을 교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화음을 사용한 

이유는 시의 해석 때문이다. 슈베르트가 이 전체의 행을 밝은 

분위기라고 인식했다면 볼프는 11~14 마디만을 밝은 분위기로 

보았던 것이다. 모호한 화음인 감 7 화음과 반감 7 화음을 주었다.  

 

<악보 36> 볼프 Heiß mich nicht reden 15~20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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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35>의 15~20 마디를 기능화성으로 분석하면 b: D7/tG 

tgG – S – Ss – sG – D – T(D7/S)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다음 

부분에 나오는 반주부는 A#과 Bb을 이명동음하여 F의 D를 만들어 

주고 있다.  

 

④ So lasst mich scheinen, bis ich werde 
 

<악보 37> 볼프 So lasst mich scheinen 35~39 마디 
 

 
 

   볼프의 So lasst mich scheinen 은 볼프의 다른 곡들에 비해 a 

minor 의 조성이 확실한 곡이다. 다른 곡들과 마찬가지로 반음계의 

멜로디 화성 진행이 드러나며 이명동음을 활용하여 전조를 하는 

부분도 있다. 이 곡만의 특징은 t 음의 지속 저음 위에 t 과 D 가 

번갈아가며 얹힌다는 점이다. 이 부분 때문에 a minor 의 조성이 

확실하게 느껴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슈베르트와 볼프는 화성 어법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슈베르트의 Mignon 은 낭만 전기에 속하는 

1815 년에 만들어진 작품이고 볼프의 Mignon 은 낭만 후기 시대인  

1888 년에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두 작곡가의 화성적 흐름을 보면 

비슷하게 생각한 부분들을 엿볼 수 있다. 두 작곡가가 비슷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텍스트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운율이고, 다른 

하나는 괴테라는 작가의 미뇽의 노래라는 작품이다.  

첫 번째, 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운율이 있기 때문에 두 

작곡가가 비슷하게 가사에 리듬을 붙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괴테의 미뇽의 노래가 가지고 있는 시의 구조가 

곡에 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기악곡과 달리 대부분의 성악곡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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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화성도 마찬가지다.  

본 논문이 세세하게 음도이론으로 분석하지 않고 기능이론으로 

넓게 분석한 이유는 이러한 곡의 구조가 화성에 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슈베르트와 볼프가 시대가 다르지만 

비슷하게 진행한 구조를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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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괴테의 대표적 작품 중 하나인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나오는 미뇽의 시에 곡을 붙인 낭만주의 

전기의 슈베르트와 낭만주의 후기의 볼프의 곡을 분석하며 

낭만주의 음악의 흐름을 분석하고 고찰해보았다.  

괴테는 시란 인간의 본질적 특성에 자신의 경험에서 얻어진 

심리적, 감정적 진실이 더해져 만들어진 결정체라고 하 다. 이것이 

괴테의 시가 지금까지 읽혀지는 아름다움의 근원인 것이다.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서 묘사되는 미뇽은 

세상의 아픔을 모두 지니고 있지만 신비롭고 은 한 인물로 

묘사되는데 그녀는 체험을 통해 우주를 알게 되고, 철학적인 관념을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 깊이를 담고 있는 

괴테의 문학이 독일 낭만주의 예술에 전반적으로 미친 향은 

광대하며 시와 음악이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는 예술가곡의 

발전에도 큰 향을 끼쳤음은 당연하다.  

슈베르트의 가사의 표현, 성악 성부와 반주부의 관계, 시의 

내용을 고려한 화성 진행 등은 예술 가곡(Lied)이 현재의 위치에 

있기까지 큰 역할을 하 다. 볼프도 그의 향으로 인해 과감한 

화성 진행에 두려움이 없었고 반주부의 색이 더 진해졌다. 낭만 

초기의 형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극적으로 확대되었다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슈베르트와 볼프는 가곡에서 시어의 표현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것은 미뇽의 노래의 리듬과 박자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들은 시의 

운율을 잘 살리기 위한 리듬으로 작곡하 는데 이것은 두 작곡가의 

곡에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슈베르트는 가사의 반복을 

통해 서정성과 감정의 흐름을 강조하 지만 볼프는 시의 표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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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충실하여 좀 더 세 하게 시의 내용을 표현하고 내면에 

집중하 다. 

   슈베르트와 볼프의 음악의 차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작곡 

기법이 조금 발전되어 가고 작곡가의 작곡 기법의 차이도 있지만 

음악적 해석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슈베르트와 볼프는 같은 시로 작곡을 하 지만 슈베르트는 

고전적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음악에 자유로움을 

더하며 서정적 선율의 흐름을 도입하여 시와 음악을 연결하는 한편 

볼프는 그런 흐름을 계승하면서도 시와 음악을 하나의 유기체로 

여겨 시의 내용과 각운의 극적인 표현에 집중하 고 화성 진행에 

자유로움을 더하 다. 그로 인해 조성의 의미가 확장되었고 다양한 

색채를 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악에서 

낭만적 화성의 진행은 무너지지 않는다.  

   슈베르트는 불협화음, 감화음 등의 사용으로 시의 내용을 

표현하 으나 화성적 흐름은 명확하다. 그에 비해 볼프의 음악은 

화성 분석이 무의미할 정도로 조성이 흐릿하다. 잦은 전조와 

불협화음, 비화성음 등을 사용함으로 질서가 없을 것 같지만 그의 

음악은 낭만적 선율의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작곡 

기법은 시의 내용 표현에 다채로움을 더한다.  

낭만주의 예술가곡에서 반주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슈베르트는 반주부의 역할을 처음으로 부각시킨 작곡가이다. 

하지만 미뇽의 노래에서는 아직 성악선율에 종속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볼프의 미뇽의 노래에서 반주부는 독립적인 노래를 

하며 성악선율이 표현해주지 못하는 부분까지 섬세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슈베르트는 미뇽의 노래에서 극적인 작곡 기법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서정적 선율의 흐름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나 

볼프는 극단적인 악상을 자주 사용하 고 그로 인해 가곡 임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적으로 풍부하게 표현된 시의 내용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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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두 작곡가의 작품은 모두 시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작곡가의 사상과 해석에 따라 리듬, 형식, 화성, 반주 등의 

기법이 달라지는 낭만주의 예술가곡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음악과 서정시의 결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초기 

낭만주의와 다양한 변화들이 시작되었던 후기 낭만주의의 대표적 

작곡가를 비교 분석하면서 시와 음악의 결합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연구하 다.  

그 결과, 시대의 흐름과 작곡가의 시에 대한 이해, 표현 방법의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낭만주의 예술 가곡의 시대의 특징, 

시의 내용과 배경, 곡의 구성적 요소들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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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and comparison of 

Mignon’s song 

–Wilhelm Meister by 

F.P.Schubert and H.Wol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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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manticism has the characteristic of revealing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individuals who have infinity stressing even more on 

fantastic characteristics rather than reality and freewheeling. Among 

them, literature contained lyrical contents such as aspiration of nature, 

nationalism, racialism, and particularly, Goethe’s literature had 

contributed a lot for the development of Lied which had been 

conducive to lead the consistency of poetry and literature. Among his 

works,<Mignon's Song>, as a German lyric poem, recorded 

in<Wilhelm Meisters Lehrjahre>, was written by a many composers 

including Schubert, Wolf as well as Schumann, Beethoven, 

Rachmaninoff and others. 

   In this paper, among the songs (Lieder) of F.P.Schubert as a 

representative composer in early romantic period and H.Wolf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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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in later period,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orm, harmony, melody, accompaniment and the motif of the poem 

that Mignon sang, such “Kennst du das land, wo die Zitronen blühn”, 

"Nur wer die Sehnsucht kennt", "Heiss mich nicht reden, heiss mich 

schweigen", "So lasst mich Scheinen, bis ich werde", first of all, I’d like 

to look into how those two representative composers, exploring 

different expression of the same poetry, approached with very 

different way of interpreting the poetry and contrast each other. As 

well, I’d like to compare and analyze the musical techniques being 

transformed into the flow of the times. 

   For this study, we will first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terature and the music of the romanticism in 19 Century and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the art song (Lied). I will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work of <Wilhelm Meisters Lehrjahre> considered 

as the original one of <Lied der Mignon (Mignon’s Song)> and the 

position of it in the literary historical trend. In the meanwhile, by 

understanding the character of the Mignon in the novel, we might be 

able to intend to get better understanding of poetry and help to 

comprehend <Lied der Mignon (Mignon’s Song)>. 

   Schubert couldn’t slough off from framework of the classical 

formalities, and the accompaniment parts are less romantic in 

character because there were more features dependent on the vocal 

melody. On the other hand, Wolf gave more significant importance 

to the meaning of poetry and tried to put more meaning of poetry in 

harmonic color, and demonstrated much even more progressive 

techniques such as frequent modulation, pounding, various motif.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is study are that the two composers 

who began with the same poem interpreted poetry in diverse ways of 

approach, but both composers have expressed a close connected 

relationship very much between poetry and music, and demon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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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eature of art song (Lied) utilizing the composers' thoughts, 

format following the period flow, melody, concord, variety of 

accompaniment techniques, to express the contents of poetry in music. 

The method of musical expression is becoming more and more 

diverse with later romanticism, and it could be found that the main 

part of the vocal music wouldn’t be the musical melody, but the 

accompaniment and duet.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methods of expression 

varied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times. In the performance of 

romantic arts songs (Lied), if preceded by an objectiv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iod, the nature of the poet, the contents 

of the lyrics and the points the composer was trying to express, it 

might be possible to express it more likely bubble-rich  

�

Key words: Mignon, Schubert, Wolf, Romanticism, Goethe, Art song  

Student number: 2016-2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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