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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세기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인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는 시대에 커다란 변화를 추구했었던 작곡가이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 철학적, 문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음악적 표현을 구사함으

로써, 후기 낭만주의음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의 가곡은 이

태리어, 불어, 독일어, 헝가리어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피아노곡과 같이 풍부하고 화려한 멜로디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였으

며, 시 또한 회화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본 논문은 페트라르카의 3개의 소네트(Tre di sonetti di Petrarca)에

사용된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 1304-1374)의 시집 칸초니에레

<Canzoniere>를 중심으로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

의 생애와 작품, 음악적 특징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페트라르카의 3

개의 소네트(Tre di sonetti di Petrarca)의 시를 표현하기 위한 멜로디와

반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가곡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비르투오조적인 성격을 나

타내는 피아노 반주부의 화려함과 높은음역대와 함께 오페라적인 발성이

요구되고 레치타티보와 아리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오페라 아리아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주요어 : Franz Liszt, Francesco Petrarca, Tre sonetti di Petrarca, 예술가곡

학 번 : ２００９-２１7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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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헝가리 라이딩(Raiding) 태생의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 이하 ‘리스트’로 명명한다.)는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에 큰 영향

을 미친 가장 화려한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이다. 또한 비르투오조

(Virtuoso)1) 면모를 갖추고 있던 최고의 피아니스트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음악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교육자이기도 하였다. 특히 문학에 관심이 많

던 리스트는 소설이나 시 등에서 받은 감동을 13개의 교향시나 표제가 있

는 피아노 작품 및 가곡 등을 통해 표현하였고, 다른 작곡가의 가곡 뿐만

아니라 오페라와 기악곡을 피아노곡으로 편곡 및 연주함으로 피아노의 음

향과 음색을 확대시키는데 큰 공로를 하였다.

리스트의 성악 작품들은 그의 기악곡들에 비해 덜 주목받는 면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평생에 걸쳐 두루 작곡되었다는 여섯 나라(프랑스, 독일, 헝가

리, 영국, 이탈리아 및 러시아)의 시를 사용해 작곡한 가곡이 82곡에 이르

는 것만 보아도 그의 전체적인 작품 중에 가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스트의 작품 시기를 전기, 후기로 나눠 볼 때 전기에는 전시적, 과시적,

급진적인 작품이 많은 반면, 후기에는 과시적이지 않은 곡들이 대부분이며

종교적, 서정적, 명상적이다. 리스트의 가곡 중 이러한 후기적인 특징이 나

타나는 곡이 “순례연보(Annees de pelerinage)”이며, 본 논문에서는 순례

1) Virtuoso, 예술이나 도덕에 상당히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예술의 기교가 뛰어

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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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 4권 중 순례연보 2권에 속한 페트라르카의 3개의 소네트(Sonetti di

Petrarca)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리스트 가곡 Tre Sonetti di Petrarca을 중심으로 리스트 작품특징 및

성향, 리스트 가곡의 음악 형태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또한 그가 가사로 사

용했던 13세기 시인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

1304-1074)의 생애와 그의 시 칸초니에레(Canzoniere)를 연구하고 가사내

용을 자세한 해석을 통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Tre Sonetti di Petrarca에 대한 연구방법은 세 개의 곡 '평화를 찾지

못하고(Pace non trovo)', '축복하라(Benedetto sia'l giorno)', '나는 보

았지, 지상에서 천사의 자태를(I vidi in terra angelici costumi)'의 시의

분석과 리듬, 조성, 악상표현 및 화성의 형태 등의 분석을 기반으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적 접근을 통해 리스트 가곡의 특징을 심

층적으로 이해하고, 연주자가 이곡을 연주할 때 곡의 표현과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페트라르카의 시와 음악적 표현 및 기능과의 연관성을 연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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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헌조사

1)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의 생애

프란츠 리스트는 헝가리의 도시인 라이딩(Raiding)에서 에스테르하지

(Nikolaus I. Joseph Esterházy de Galantha, 1714-1790) 후작의 토지

관리인의 아들로 출생했다. 6세 때부터 아버지인 아담 리스트(Adam

Liszt) 에게 피아노를 배웠고, 1820년 프레스부르크(현 스로바키아 브라티

슬라바)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음악 생활을 시작하였

다. 1823년 12월 파리에서의 데뷔 연주를 한 후 런던, 프랑스 등 수많은 곳

을 돌아다니며 연주 여행을 하며 성공을 거뒀다. 1827년 그는 여행길에 부

친을 여읜 후 수년 동안에 체험했던 7월 혁명(1830), 여 제자인 카롤린과의

사랑, 쇼팽(Frederic Franois Chopin, 1810-1849), 베를리오즈(Louis

Hector Berlioz, 1803-1869), 파가니니(Niccol Paganini, 1782-1840) 등

과의 만남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었다. 특히 파가니니와의 만남은

리스트 음악 세계에서 중추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

었는데 리스트는 파가니니의 연주를 듣고 난 후에 파가니니가 바이올린 연

주로 나타낸 효과를 피아노 연주로 실현하고자 결심하게 된다.

리스트는 또한 조르주 상드(George Sand, 1804-1876), 알프레 드 뮈세

(Alfred de Musset, 1810-1857)와도 관계를 맺었다. 그 이후 교향시를 창

조하며 기반이 되어줄 문학적 교양을 쌓고, 6세 연상인 다구 백작 부인을

이 시기에 알게 되었다. 그 후 1837-1839년 동안 마리 다구 백작 부인

(Comtess Marie d'Agoult, 1805-1876)과 함께 이탈리아에서 머무는 동

안에『단테 소나타』(Dante Sonata, 1849)를 작곡 하였고, 그 후 새롭게

개정되어 1849년에 지금의 형태로 나오게 되었다. 1842년에는 바이마르의

대공이 리스트에게 특별 음악 감독이라는 칭호를 하사했다. 그리하여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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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음악 활동에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어 그는 프랑스와 독일 문화를

종합해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단테 교향곡(Eine

Symphonie Dantes Divina commedia, 1855-1856), 피아노 소나타 b

단조, 1852-1853), 파우스트 교향곡(Eine Faust Symphonie in drei

Charakterbildern, 1854-1857) 등 수많은 대작들이 완성되었다. 리스트 음

악에 독일의 향기가 나타난 시작은 마리 다구가 독일인을 어머니로 하여

한 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자랐었다는 사실에 비롯된 것이었다.

2) 프란츠 리스트의 가곡과 특징

리스트의 가곡들은 세상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으나 리스트 평생 시간에

걸쳐 작곡되었다. 리스트의 가곡들을 작곡되었던 시기별로 펼쳐보면 제1기

가곡들에는 리스트 자신이 화려하고 기교적인 피아니스트로서 반주부를 복

잡하게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탈리아 오페라에 지나친 관심을 갖

게 된 나머지 단순한 서정적인 시를 지나치게 극대화시키는 성향을 보여주

고 있다. 이와 같이 리스트가 작곡한 초기 가곡들은 그의 역량을 인정받

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곡은 독창적인 묘

사적, 서정적인 재능을 발견할 수 있으며, 자신이 작곡한 가곡에서 성악과

반주부가 함께 융합되도록 표현하였다.2)

반면에 제2, 3기 작품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표현되어 있으며, 그의 내면

적인 작품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1기 가곡을 작곡했던 시기

는 그가 주로 파리에서 머무르며 작품 활동을 하였으며 비르투오조 피아니

스트로 활동하였다. 리스트는 젊은 시절 파리 사교계에서 빅토르 위고

2) Frits, Noske. French Song from Berlioz to Duparc.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70), 127.



- 5 -

(Victor Marie Hugo, 1802-1885), 조르주 상드(George Sand,

1804-1876) 등의 유명한 시인들과 교류했었고, 프란츠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와 베토벤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의 가곡들을 연구하고 편곡하여 자신의 연주회 곡목 리스트에

포함시키며 사람들에게 알려왔다. 또한 아돌프 누리(Adolphe Nourrit,

1802-1839), 란트하루팅거(Benedict Randhartinger, 1802-1893) 등 당시

의 유명한 성악가들의 반주자로도 활동하였는데, 이런 성악가들과 유명한

시인들과 교류와 다른 작곡가들의 가곡 편곡 작업을 통한 음악적인 접촉은

리스트가 가곡을 작곡하는데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3) 또한 괴테(John

Wolfgang von Göthe, 1744-1832)와 하이네(Heinrich Heine,

1797-1856)의 시에 심취한 제1기의 리스트 가곡에는 위고, 하이네, 괴테의

시에 붙여진 것이 많다. 제2기 바이마르시기에 그는 주로 괴테를 비롯해 하

이네, 위고 등의 작품들을 읽었으며, 그들의 시를 자신이 작곡한 가곡의 시

로 사용하였다.

리스트가 독일 바이마르에 정착했었던 시기쯤에 우수한 가곡이 많이 작

곡되었던 것은 그의 가곡의 대부분이 독일어 가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하고 있는데, 그 예로는 57개의 독일어 시로 작곡된 그의 가곡에 비해,

11개의 불어노래와 5개의 이태리 곡, 그리고 그가 말하지 못했던 조국의 언

어 헝가리어로 된 1곡, 영어 곡 1곡, 러시아 곡 1곡 등 다른 언어로 된 가곡

은 많지 않다.4)

사실 그는 자신 가곡들 중 대부분 독일어로 된 시를 선택하여 작곡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나라의 언어로도 가곡들을 작곡해왔으며, 그의

3) John Duglas, "Franz Liszt as a Song Composer." The NATS Journal 43:4

(1987), 4-5.

4) ibid.,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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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국제적이었다는 이유로 가곡 작곡가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해왔

다. 그러나 리스트의 가곡들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리스

트의 가곡들은 작곡 분야에서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하게 되었고, 슈만과 슈

베르트의 가곡 또한 후기 독일 가곡 작곡가들을 잇는 연결다리 역할을 하

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5)

독일어가 리스트의 모국어가 아닌 점은 그에게 있어 오히려 그의 독일

예술가곡 작품들을 리스트 그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으로 창조케 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리스트는 슈베르트를 비롯하여 독일인 작곡가들처럼 시어 하

나하나를 음률에 민감하게 투영시키는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음화

(tonpainting)적인 효과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성악부와 반주부는 노래

와 반주라는 관계를 떠나서, 한데 어울리면서 표현되는 음향적 효과를 통해

독창적인 서정적 세계를 보여준다. 그의 음악적 성향은 아주 혁신적이며,

실험적이기도 하다. 특히 피아노를 구사하는데 있어, 변화화음 및 반음계

등의 화려하고 다양한 화성 형태 및 과감하게 사용한 조바꿈 등을 사용하

기도 하였으며 피아노의 소리가 공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구사하기도 하여

새롭고 다양한 음향세계를 선보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음악 언어는 20세기

의 인상주의 음악들을 선구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또한 베토벤, 슈

베르트, 멘델스존(Jakob Ludwig Felix Mendelssohn-Bartholdy,

1809-1847), 로버트 프란츠(Robert Franz, 1815-1892)의 가곡들을 사랑

하였기 때문에 피아노곡으로 편곡하기를 즐겨하였고, 자신의 가곡도 피아

노곡으로 재편성하여 편곡하기도 하였다.6)

그는 바이마르를 떠난 1860년에서 1870년에 가곡을 작곡하지 않았으며,

5) Edwin, Hughes. "Liszt as Lieder Composer." The Musical Quarterly vol III,

Issue 3 (1917): 394.

6) 김미애. 독일가곡의 이해. (서울:삼호출판사, 1998), 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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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그가 사망한 1886년까지 약 14곡의 가곡만을 남겼다. 리스트의 후

기 가곡들에는 리듬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가사를 섬세하게 다루며 작곡했

던 면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후기 가곡을 보면 실험적인 화성의 사용들

을 시도하였고, 시와 음악을 더욱 견고하게 결합함으로 반주와 성악의 짜임

새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작곡하였다.7)

제 3기는 후기(1871-1886) 로마에서 머무르던 때부터 노년기까지의 시

기로, 이 시기의 리스트 가곡에는 간단명료하면서 절제하는 경향과 함께 성

악선율 및 반주부에서의 불확정성이 드러난다. 이는 같은 시기에 작곡된 그

의 피아노곡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바이마르 시기 이후 약

10년 동안 그는 종교음악 작곡에만 전념하였으며, 이후 1871년부터 16곡의

가곡을 작곡하였다. 이 시기 작품들은 일부 초기에 작곡된 곡처럼 연주효과

를 나타내는 성악 작법들은 발견할 수 없었고 심오한 내면성을 표현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8) 리스트가 사용하였던 시의 주제들은 낭만, 죽음, 평화,

종교, 사랑 등 폭넓은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스트는 이와 같은 다양

한 주제를 연극적이며 감정적인 모든 수단들을 통해 그의 짧은 노래에 까

지 사용케 하였다. 따라서 그의 가곡들은 리트라기보다 적절한 대조, 화려

한 색채, 황홀한 감정 등의 극적 요소가 보이는 오페라적인 것에 가깝다.9)

리스트의 가곡들은 피아노 독주 연주의 화려함이 그대로 반영되어 반주

부는 매우 어려운 테크닉과 곡 자체의 확장된 형식이 나타나며 다양한 화

성으로 인하여 표현되는 풍부한 하모니 및 화려한 테크닉을 요구하는 오페

라적인 발성이 나타난 것이 성악부 등의 특징을 가진다.

7) Carol, Kimball. (채은희 역). Song: 예술가곡의 스타일과 문헌에 대한 총서. (서울:
형설. 2003), 117.

8) Humphrey, Searle. The Music of Liszt. (New York: Dover Publications, 2012),
128.

9) Martin, Cooper. "Liszt as a Song Writer." Music & Letters 19 (1938): 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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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는 시의 다양하고 독특한 분위기의 연출을 위해 각 캐릭터의 특징

들을 간결하고 함축적인 모티브로 표현하였고, 이 모티브의 특징을 살리면

서 변형시켜 나아가는 반주부를 만들어냈다. 그의 이러한 반주표현 형식은

볼프 (Hugo Wolf, 1860-1903)에 의해 더욱 더 발전되었으며, 그의 가곡

속에서는 시 한 편 전체가 피아노 반주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 또한 리스트는 자신의 가곡의 피아노 반주부를 오케스트라 반주로

편곡하기도 하였다.11)

리스트는 그만의 감정적이고 색채적인 작곡기법들을 위해 통절형식 사용

을 선호했다.12) 그리고 각 연(verse)과 단어(word)의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모티브의 변화와 갖은 전조, 화성의 흐름들과 무관한 새로운 조성들

을 넣음으로써 음악적으로 가사의 감정적인 내용들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

도록 작곡하였다. 또한 리스트는 'parlando' (이야기하듯이), 'fast

gesprochen' (말하듯이), 'mit halber stimme' (절반의 성량으로),

'geheimnisvoll' (신비로운 느낌으로), 'phlegmatisch' (굵은 목소리로),

'hintraumend' (몽상하듯), 같은 세심한 지시어들을 통해 음색의 변화를

성악가들에게 요구하여 시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13) 이와 같은 방식은 각 단어들의 장단점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소홀했

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노랫말들이 의미하고 있는 정서를 음향적인 방

법으로 표출함으로서 독특하고 다양한 색채를 표현하였다.

10) Edwin, Hughes. "Liszt as Lieder Composer." The Musical Quarterly vol III,

Issue 3 (1917): 395-396.

11) Rey M. Longyear, (김혜선 역). Nineteenth-Century Romanticism in music, third

edition. (서울: 도서출판 다리, 2001), 274.

12) Carol, Kimball. (채은희 역). Song: 예술가곡의 스타일과 문헌에 대한 총서. (서
울: 형설. 2003), 117.

13) Stanley Sadie.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New
York: Macmillan Publishers, 2001),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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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의 가곡 대부분은 변형 유절형식으로 작곡되어 있으며, 그

의 가곡은 악곡의 끝부분에 고별사적 coda14)를 갖고 있는 작품이 많다.

3) 시인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 1304-1374)는 라틴 고전

문헌의 발굴과 연구의 선구자이며 서양 시문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중

요한 인물이다. 그의 이름은 인문주의의 창시자, 르네상스의 아버지, 최초의

직업 문인 등, 역사상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이끈 업적의 위상을 지닌다.

빗토레 브랑카(Vittore Branca, 1913-2004)는 “페트라르카는 그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고,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 한 사람

이었다.” 고 단언했다.

단테에 이어 나타난 이탈리아 최고의 시인이며 후세에 지대한 영향을 준

페트라르카는 중세시대의 초경험적 가치관에 반대하며, 있는 그대로의 인

간성과 기독교적 자각에 불탄 인간의 활동력을 찬양했는데 그러한 주장이

앞으로 다가올 르네상스의 여러 문화를 낳는 원동력이 되었다. 나아가 페트

라르카는 최초의 인문주의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며 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최초의 인문주의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5) 즉, 문학적 소재를 신이나 신적

인 것으로 제한했던 중세 문학과 다르게 인문주의를 표방했던 근세 문학에

서는 인간을 소재로 삼았던 것이다. “예외 없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의 나

약함을 인식하며 유한한 인간, 그렇지만 본인 또한 인간으로서 체념만 할

14) 고별사적 coda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coda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길이에서 계

속적으로 종지감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리스트는 주제선율을 여러 번 반복하며, 더욱 풍

부해지고 정열적인 음의 형태를 취한다.

15) Wilkins, Ernest Hatch, Vita del Petrarca, a cura di Luca Carlo Rossi,

traduzione di RemoCeserani, (Feltrinelli, Milano, 20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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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는 인간,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관심과 성찰은

결국 고뇌와 성찰의 순간이 동기부여가 되어 수많은 산문을 낳고 그들은

다시 40여 년간의 지속적인 노력과 시어의 조탁의 결과보다 문학적인 형식

으로 표현되어 칸초니에레16)를 탄생시킨 것이다.”17)

그는 글의 소재를 신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에서만 찾던 당시의 중세

문학으로부터 탈피하여 인문주의적인 사상과 이념을 담아낸 새로운 문학을

창조하였다. 특히 “그가 쓴 칸초니에레(Canzoniere)는 페트라르카가 평생

동안 사랑한 여인 라우라(Laura)를 소재로 쓴 서정시집으로 서양 근대 서

정시의 표본이라고 이야기되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다.”18)

4) 페트라르카의 칸초니에레(Canzoniere) : 소네트의 완성

칸초니에레(Canzoniere)는 페트라르카가 평생에 걸쳐서 사랑했던 여인

라우라(Laura)를 소재로 쓰인 서정시집으로 서양 근대 서정시의 표본이라

고 이야기 될 만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다. 1342년에 쓰기 시작하

여 1348년에 완성된 이 작품은 총 366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소

네트19)(Sonetto) 317편, 칸초네(Canzone)20) 29편, 세스띠나(Sestina)21) 9

편, 발라따(Ballata)22) 7편, 마드리갈(Madrigale)23) 4편의 형식으로 이루

16) ‘Canzoniere’의 사전적 의미가 ‘한 시인의 활동을 증명하거나 요약해 놓은 서정시들의

모음’이라는 점에서 ‘시집’으로 번역할 수 있다.

17) 이상엽.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의 칸초니에레 연구.” 한국이어이문학회. 14
(2004), 171.

18) Ibid., p. 171.

19) 정형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의 형식.

20) 중세 이래 특정한 시의 형식이나, 16세기 이탈리아의 다성 성악곡, 또는 18-19세기의

서정적인 노래의 명칭으로도 사용된다.

21) 6행 6연으로 이루어진 시의 형식이다.

22) 14세기 이탈리아에서 많이 사용된 시 형식 중 하나로 3개의 시절(Stanza)과 전후의

반복구(Refrain)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프랑스의 ‘발라드’(Ballade)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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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있다.24) 라우라의 생전에 쓰인 제1부는 소네트 255편, 칸초네 21편으

로 총 266편이며, 제2부는 라우라의 사후에 쓰여 총 100편으로 소네트 92

편, 칸초네 8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칸초니에레는 페트라르카가 라틴어가 아닌 이탈리아어로 쓴 일련의 시들

을 모은 시집들을 말한다. '칸초니에레'는 이탈리아어로 '시집'이라는 뜻을

지닌 일반명사이지만, 페트라르카의 시집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처럼 사용되

고 있으며, 칸초니에레는 일부 곡을 제외하고 모두 그의 평생의 연인 라우

라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시의 초반부를 시인은 거절당한 사랑으로 인해 느끼는 비탄, 정열과 아

름다움의 덧없음을 표현했으나 후반부로 가면서 현실의 욕망을 천상의 것

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표현했다. 또한 형식에 있어서 칸초니에레는 페트

라르카식 소네트의 완성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지금까지도 많은 시

인들에게 끊임없는 모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일컬어 '페트라르키즘'

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을 만큼, 페트라르카의 작품은 서양 근대 서정시의 정

전(正典)이라 할 수 있다.

칸초니에레에서 총 366편의 시 중 317편이 소네트 형식으로 쓰인 점으

로 볼 때, 소네트는 페트라르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식이었다. 실제로

도 소네트는 페트라르카에 의해서 형식이 완성되어 이후 이탈리아 문학에

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형시가 되었다. 이탈리아어의 특성상 시에서 여

러 운들이 발달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발달된 각운은 시 속에서

일정한 리듬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소네트 형식은 총 14

라 비를레(virelai)의‘샹송 발라데’(chanson balladé)에서 유래되었다.

23) 이탈리아의 시의 일종이나 또는 그것에 붙여진 악곡을 의미하며, 이탈리아어에 의한

목가적 서정시이다. 14세기와 16세기의 2개의 종류가 있다.

24) 이상엽.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의 칸초니에레 연구.” 한국이어이문학회. 14
(2004),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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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Octave(8행)와 Sestet(6행) 두 부분으로 나뉘

고 Octave는 다시 두 개의 Quatrain(4행), Sestet는 두 개의 Tercet(3행)

으로 나눠진다. 따라서 14행 전체는 4부분으로 abab abab cdc dcd나

abab abab cde cde, 그리고 abba abba, cdc dcd로 나뉘거나 abba abba

cde cde로 나뉘며, 특히 Seste부분은 약간의 변화가 허용됨에 따라 cde

dce나 cdd cdc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 Octave는 문제를 제기하고 상황을

묘사하거나 또는 관찰을 제공하고, Sestet은 그 주제에 맞는 적절한 반응과

해결을 제공해서 문제를 매듭짓는다.25)

<표 1> Sonetto 형식의 구조

Sonetto
(14행)

Octave
(8행)

Quatrain(4행) abab abab abba abba

Quatrain 
(4행)

abab abab abba abba

Sestet
(6행)

Tercet (3행) cdc cde cdc cde

Tercet (3행) dcd cde dcd cde

소네트는 형식의 명료함과 분명함, 더욱 생동적으로 구성된 후반부에서

내용을 강화시키길 요구하고, 외우기가 어렵지 않다는 점 등으로 위대한 거

장들에게 언제나 많은 사랑을 받는 중요한 형식으로 취급되었다.26)

25) 서혜련. 영시의 구성요소와 의미. (서울: 동인, 2001), 106-108.
26) J. Burckhardt (안인희 옮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서울: 푸른숲, 2000),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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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Franz Liszt 가곡 “Tre sonetti di petrarca” 작품분석

1) Pace non trovo / 평화를 찾지 못하고

(1) 시의 원문 및 번역27)

Pace non trovo, e non ho da far guerra,

E temo, e spero, ed ardo, e son un ghiaccio;

E volo sopra 'l cielo, e giaccio in terra;

E nulla stringo, e tutto 'l mondo abbrraccio.

Tal m'ha in prigion, che non m'apre, nèserra,

Néper suo mi ritien, néscioglie il laccio,

E non m'ucide Amor, e non mi sferra;

Némi vuol vivo, némi trahe d'impaccio.

Veggio senz’ occhi; e non ho lingua e grido;

E bramo di perie, e cheggio aita,

Ed ho in odio me stesso, ed amo altrui:

Pascomi di dolor; piangendo rido;

Egualmente mi spiace morte e vita.

In questo stato son, Donna, per voi

나는 평화를 얻지 못하였으나, 싸울 무기도 없으며,

떨고 있으나 희망을 품고, 또 불타오르나 얼음이 되네,

27) 이상엽. 칸초니에레. (서울: 나남, 2005),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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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날기도 하지만, 땅바닥에 곤두박질치기도 하고,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지만, 온 세상을 두 팔로 끌어안네.

사랑은 나를 감옥에 가두고, 열어주지도 꽉 닫아주지도 않고,

또 나를 자신의 포로로 잡지도, 끈을 풀어주지도 않네,

사랑은 나를 죽이지도 않으나, 쇠고랑을 풀어주지도 않네,

내가 살기도 원치 않고, 또 나를 곤경에서 구하지도 않네.

나는 두 눈이 없이도 보며, 또 혀는 침묵하나 절규하네,

또 나는 죽기를 열망하나, 도움을 청하고,

또 나는 내 자신을 증오하나, 타인을 사랑한다오.

나는 고통을 먹고, 울면서 웃으며

죽음과 생명이 내게는 똑같이 기쁘지 않네,

여인이여, 당신 때문에, 나는 이 처지에 있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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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형식 및 분석

<표 2> 작품 형식 및 분석

형식 마디 조성 가사

레치

타티보

1 1-13 Ab major
Pace non trovo ~

e son un ghiaccio

2 14-20

조적 불안정

e volo ... in terra:

3 21-27 e nulla ... abbraccio.

4 28-36

Ab major

아리아

A

a 37-52
Tal m’ha in priggion, ...

il laccio,

b 53-61
e non m’ancide ...

d’impaccio.

a’ 62-69
Veggio senz’ occhi, ...

e cheggio aita;

연결구 70-77

F major ->

ab minor ->

B major

ed ho in odio ...

ed amo altrui:

B

c 78-83 B major Pascomi ... rido;

d 84-90

Ab major

egualmente ... e vita.

종결구 91-96
In questo ... son per

Vio.
Coda 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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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디 1-5. 단 3도 간격으로 동형진행 상행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약박 단위로 이루어지는 동형진행은 불안하고 떨리는 나를 표현한다.

첫 번째 곡은 오페라 아리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레치타티보와 아리아

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단의 형식 구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디

1-36의 레치타티보 부분에서는 다시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각 부분

별로 나오는 가사 및 그 가사에 따른 의미 전달, 이에 따른 분위기의 차이

로 인하여 모두 각자 다른 성격으로 제시되면서 조적 변화도 많이 일어나

게 된다. 이처럼 짧은 구간 안에서 수많은 변화가 동반되기 때문에 레치타

티보 부분에 관한 언급은 자세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선 노래가 시작하기 전에 마디 1-4에서는 마디 5의 Lento 부분으로

향하기 위한 상승하는 분위기인데, 이 부분에서는 전타음을 포함한 V 7화

음의 2전위 화음형태가 단3도 간격으로 상행하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 동형

진행이 수반되는데, 동형진행 단위는 마디 1-2에서는 1마디 단위로, 마디 3

에서는 2박 단위로, 마디 4에서는 처음의 화음으로 다시 제시하면서 마디 5

까지 계속 연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동형진행의 경우 화음은 4/4의 강박에 정확히 위치하지만, 동형진행

의 단위는 못갖춘마디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Agitato assai라는 템포

기호와 함께 이 모든 현상은 불안하고 떨리는 나를 표현하기 위한 음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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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연주할 때 특히 마디 4에서 어떻게 연주하느냐

가 중요한데, 마디 4에서는 악보에 표기된 대로 decresc.로 연주할 것인지,

아니면 악보에 나와 있는 것과는 달리 계속 cresc.로 연주할 것인지를 선택

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마디 5의 셈여림은

다르게 될 것이다.

<그림 2> 마디 5-8. 피아노 선율을 받아 성악선율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느

린 템포, 안정적인 박절감, 긴 음가 위주는 무기력함을 표현하고 있다.

마디 5에 이르러 이전의 급박한 진행에서 분위기가 전환되어 Lento

로 템포가 바뀌고, 안정적인 4/4의 강약 구조로 돌아오면서 마치 한 숨

을 쉬며 쉬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된다. 노래는 실제 마디 5의 선율

을 받아서 마디 6에서 나오게 되고, 마디 7의 피아노 선율도 역시 마디

8에서 변형되어 제시된다. 마디 5-8에서 볼 수 있는 느리면서 음이 많

지 않은 음악적 현상은 싸울 무기(수단)도 없으면서 평화롭지도 못한

다는 자신의 무력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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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마디 9-12. 셋잇단음표와 불안정한 화음들은 상반된 감정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표현했고, 쉼표는 가사와 같이 얼음이 됨을 표현했다.

마디 9-12에서는 셋잇단음표를 포함한 화음 반주가 등장하는데, 이

음형은 자신이 떨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서는 크

게 전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조 안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은 아니다. 이는 서로 상반된 개념을 가진 심정(희망-떨림, 불타오름-

얼음)을 동시에 지니는 것에 대한 자신의 불안한 심정을 표현한 것으

로 보인다. 마디 12의 첫 박에서 성악 선율만 등장하고 피아노가 등장

하지 않은 것은 불타오르다가 바로 얼음이 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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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마디 12-16. 반음계적 반진행으로 불안한 심정을 고조 시키고 멜로

디의 상행은 날아오름을 표현 하였다.

<그림 5> 마디 16-20. 이어지는 멜로디의 하행 및 피아노의 저음 선율이 땅

으로 곤두박질침을 표현 하였다.

마디 12에서 성악 선율이 등장한 다음에는 마디 14의 Gb 장조를 향

하는 과정인데, Ab 장조의 감7화음(Fb-G-Bb-Db)으로부터 출발하여

Gb 장조의 으뜸화음으로 움직이는 과정이 베이스와 맨 윗 성부가 반

음계적 반진행을 이루며 그에 맞는 화음을 토대로 움직이는 방법을 취

한 것이다. 이 과정은 자신의 불안한 심정이 계속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피아노의 트레몰로 위에 등장하는 성악 선

율에서는 하늘을 날 때에는 상행하다가, 다시 추락한다고 할 때에는 하

행하면서 하행 선율이 피아노의 저음으로 받아서 반복되는 형태로 만

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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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마디 21-24. 반주부의 불안정한 화음진행 과 빠른 템포 그리고 상

행은 조급한 마음의 표현을 보여준다.

<그림 7> 마디 25-27. E major의 완전정격종지가 등장하며 모든 것을 끌어

안는 큰 마음을 표현 한다.

마디 21에서 분위기가 다시 전환되어 템포가 더 빨라지고 화음의

진행도 불안정한 진행을 쓰고 있다. 이것은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는 현

실에 대해서 안타까우면서도 조급하게 생각하는 자신을 표현하고자 함

이다. 화음 진행을 보면 마디 21-22 부분을 마디 23-24에서 이명동음

으로 바꾼 것일 뿐이지만, 마디 24에서는 마디 22와 다른 화음이 등장

하고 있다. 이 불안정한 화음 진행의 최종 목적지는 마디 25-27의 E

장조 완전정격종지로서, 온 세상을 끌어안는다는 문구를 표현하기 위함

이다. 마디 24-27을 연주하는 부분에서 성악가는 불안한 감정의 최고

조에 이르면서 긴장도를 유지하면서 종지부분을 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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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마디 28-33. 다시 한 번 마디 1-5의 음형을 축소하여 진행 되었다.

<그림 9> 마디 34-36. 마디 7의 화음진행에서 단음으로 하행하며 아리아 부

분으로 이어진다.

마디 28-33에서는 마디 1-5의 화음 진행을 축소해서 보여주고, 마

디 34-36는 마디 7의 화음을 제시하면서 점차 분위기를 다시 하강시키

는데, 이는 마디 37부터 시작되는 Ab 장조의 안정된 아리아 부분을 향

하여 레치타티보의 마지막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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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마디 37-44. 선율과 아르페지오 반주와 함께 아리아 요소로 시작

되며 Ab 장조로 안착 되었다.

<그림 11> 마디 45-52. 마디 37-44의 반복선율을 성악으로, 화음은 동일하다

변화무쌍한 레치타티보 부분과 달리 마디 37부터의 아리아부분은

크게 2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레치타티보 부분과 달리 Ab 장조

로 안정된 부분이 비교적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가사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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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레치타티보 부분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상반된 감정을 동시

에 표현하는 구조이지만, 작곡가는 이 부분에서는 여리고 부드러운 느

낌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넓은 음역으로 펼쳐진 아

르페지오를 통하여 사랑의 아름다운 감정을 배경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며, 조적 변화나 분위기 전환이 거의 없는 방법으로 안정적인 감정

을 표현하려 하였다.

아리아 부분의 시작에서는 마디 37-44에서 피아노에서 선율을 먼저

연주한 다음, 마디 45-52에서는 그 선율이 성악에서 제시되며 화음도

동일하게 배치되고 있다. 레치타티보 분위기가 다르므로 이 부분에서는

부드러운 톤으로 여리게 연주하여야 하며, 높은 음을 연주할 때에도 여

리게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창법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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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마디 70-78. 조의 변화와 셈여림의 변화가 긴장도를 높여주며

‘odio' 증오라는 단어를 표현한다.

마디 70에서 처음으로 Ab 장조를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마디 70-73

에서는 3도 아래의 F 장조로 이동했다가 마디 74-75에서는 Ab 단조로

움직이다가, 결국 마디 78의 B 장조로 향하게 된다. 이 부분은 조의 이

동에 따라 점차적으로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마디 76-77에서 정점을 이

루게 된다. 이 부분은 자기를 증오한다는 가사가 등장하는 마디 70-73

에서는 이전의 레가토로 연주하는 부드러운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전과

는 다른 강한 어조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조가 바뀌면서 분위

기가 조금이라도 바뀐다는 것을 듣는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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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마디 78-83. 베이스의 B음을 토대로 한 고정된 화음 및 셈여림이

여린 부분은 여리고 약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

이후에 마디 78-83에서는 B 음이 베이스에서 지속하면서 한 화음으

로 다시 여리게 연주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고통으로 인한 마음의 약해

짐, 그리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두 가지 감정에서 내포된 여린 마

음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디 80-81과 마디

82-83은 선율의 구조가 서로 같으며, 동일한 화음 위에 배치되어 있고,

이 부분은 마디 84 이후의 불안정한 부분을 준비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부분보다는 조금 여리고 부드럽게 연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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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마디 84-87. Ab장조로 회귀하나 불안정한 화음과 점차적인 템포의

빨라짐은 불안정한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을 표현한다.

<그림 15> 마디 88-90. Cadenza와 같은 부분의 하행은 절망적인 느낌을 부여한

다.

마디 84부터 원조인 Ab 장조로 회귀하는데, 마디 84-90에서는 감정

을 점차적으로 고조시키기 위해 딸림화음의 전위화음을 계속 등장하면

서 템포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오른손의 선율과 성악 선

율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고조되는 과정

의 끝은 딸림화음 기본위치로 멈추면서 아리아의 카덴차처럼 성악 선

율이 하행하는 마디 90이다. 이 부분에서는 상승할 때에는 불안정한 감

정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으며, 마디 90에서는 기

쁘지 않다는 다소 절망적인 느낌을 가지고 여유롭게 하행하는 것이 좋

다. 이 부분에 대한 셈여림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았는데, 마디 90

에서 가장 크게 표현하기 위해 마디 84에서는 가장 여린 pp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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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반주자는 혹시 마디 78-83에

서 왼쪽 페달까지 사용하였다면 마디 84부터는 왼쪽 페달은 반드시 떼

어야 한다.

<그림 16> 마디 91-97

마디 91-96에서는 곡의 종결부분으로 향하는 과정으로서, 여기에서

는 이전의 아르페지오 반주형태에서 벗어나 마디 5-11의 음형을 제시

하였다. 이는 이전의 아르페지오 음형을 벗어난 다른 음형을 제시하면

서 곡의 종결을 보여주려는 것이며, 가사와 연관 지어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감정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다는 뜻으로 한탄하는 나의 심정을 표

현하기 위해 아르페지오와는 다른 음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

로 보인다. 그래서 마디 96-97에서 이 곡의 진정한 완전정격종지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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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다.

<그림 17> 마디 101-110

이미 마디 96-97에서 온전한 정격 종지가 등장했기 때문에, 마디 97

이후의 코다 부분에서는 정격종지가 등장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으뜸화

음과 VI 변성화음의 증3화음화된 화음이 번갈아가면서 등장하고, 마지

막에는 불안정하게 버금딸림화음에서 으뜸화음으로 진행한 다음, 맨 마

지막에서는 C 장3화음(III의 변성화음)에서 으뜸화음으로 곡을 완전히

마무리하게 된다. 이는 자신의 불안정한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이 부분의 가사는 마디 91-96에서의 가

사와 동일하지만 Donna가 Laura로 바뀌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대

상을 좀 더 구체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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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enedetto sia’l giorno / 모든 것은 축복이었네

(1) 시의 원문 및 번역

Benedetto sia 'l giorno, e 'l mese, e l’anno

E la stagione, e ’l tempo, e l'ora, e 'l punto

E 'l bel paese e 'l loco ov' io fui giunto

Da duo begli occhi che legato m'hanno;

E benedetto il primo dolce affano

Ch' I’ ebbi, ad esser con Amor congiunto,

E l'arco e le satte ond' i’ fui punto,

E le piaghe, ch' infino al cor mi vanno.

Benedette le voci tante, ch'io

Chiamando il nome di mia Laura ho sparte,

E i sospiri e le lagrime, e 'l desio.

E benedette sian tutte le carte

Ov'io fama le acquisto, e il pensier mio

Ch'èsol di lei, si ch' altra non v'ha parte.

축복이어라, 그 날, 그 달, 그 해,

그 계절, 그 무렵, 그 시각, 그 순간,

그 아름다운 마을, 내가 이른 곳이여,

그대의 아름다운 두 눈이 나를 사로잡았던,

또한 축복이어라, 그 달콤한 첫 고통이여,

내가 사랑에 빠져 맞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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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가 표적이 되었던 화살들과 그 활,

나의 심장까지 미친 그 고통들이여,

축복이어라, 그 많은 음성들,

내가 라우라의 이름을 부르며 뿌려댄,

탄식들, 눈물들, 그리고 그 절절함(열망)이여,

또 축복이어라, 모든 종이들이여,

내가 님께 바친 찬미로 가득한,

그리고 내 생각들이여, 오직 님만을 향한,

다른 이에게는 조금도 곁을 내주지 않은.28)

28) 이상엽. 칸초니에레. (서울: 나남, 2005),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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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형식 및 분석

<표 3> 작품 형식 및 분석

형식 마디 조성 가사

서주(전주) 1-9 Ab major

A

A-1 10-21
Ab major c

minor

Benedetto sia’l ~

legato m’hanno:

A-2 22-32
D major로의

전조과정

e benedetto il ~

al cor mi vanno.

B

B-1 33-43

D major

Benedette le voci tante.

B-2 44-54
ch’io chamando il nome ~

e’l desio,

B-3 55-62 Ab major
e I sospiri e le lagrime, e’l

desio.

C

C-1 63-68 B major E benedette ~ le aquisto,

C-2 69-92

Ab major

e il pensier ~

ch’altro non v’ha parte.

coda(후주) 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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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마디 1-4. 조적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은 전주이나 A 부분부터의

조적 안정된 부분을 위한 장치이며, 불안정한 나의 마음을 표현한다.

<그림 19> 마디 5-9. 정격종지를 향한 과정을 보여준다.

첫 번째 곡과는 달리 레치타티보-아리아의 구조가 아닌 가곡의 형

식으로 되어 있지만, Ab 장조로 시작하는 것과 원조의 으뜸화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점이 첫 곡과는 같다. 으뜸화음이 등장하는 것은 본격적

으로 노래가 시작하는 마디 10에서부터 등장하였으며, 이는 노래가 시

작할 때에 안정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전주 부분은 불안정한 화

음을 배치하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곡의 첫 마디는 첫 박으로 시작하지 않고 두 번째 박으로 시작하면

서 오른손에서는 셋잇단음표로 분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첫 마

디의 불안정한 변성화음(VI, Ger.6th)에서 일부러 불안정한 모습을 보

여준 뒤 마디 2에서 온전한 강약구조를 보여주면서, 마디 4까지 양손의

반진행에 의하여 원조와 먼 거리의 E 장조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 33 -

불안정한 내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음악적 표현 방법이라 볼 수 있

다. 셈여림이 구체적으로 써 있지 않은데, 첫 시작은 pp로 매우 여리게

출발하여 마디 4에서는 f 정도로 점점 커지는 것으로 연주하는 것이

좋으며, 마디 5에서는 다시 p 정도로 여리게 시작하여야 서주의 종결

로 향하는 부드러운 과정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림 20> 마디 10-15. Ab 장조로 안정적인 진행을 보여주며, 아름다운 기억

을 표현하기 위한 진행이다.

마디 10부터 Ab 장조로 안착하여 새로운 음형으로 피아노 부분을

구성하여 성악 선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부분에서는 대상에 관

한 아름다운 모든 기억을 회상하는 부분으로서, 표현한 가사 내용의 풍

경이 모두 안정적인 느낌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라고 인식하여 조의 변

화와 베이스의 변화가 거의 없는 부분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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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마디 22-25. 조의 이동 과정이 고통으로 인해 축복받는 감정을 표

현한다.

<그림 22> 마디 26-29

<그림 23> 마디 30-33

앞부분이 c 단조로 마무리한 이후 마디 22부터 다른 조로 이동하여

결국 D 장조에서 이 부분이 끝나게 된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달콤한

첫 고통’이라는 뜻의 가사가 등장하고, D 장조로 종지하려고 하는 과정

(마디 29-32)에서도 ‘고통들’에 해당하는 가사가 등장한다. 따라서 이

부분의 조적 불안정은 자신이 겪는 고통이 아픈 고통이 아니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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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축복을 받는 느낌을 격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마디 22부터 마디 32까지는 전체적으로 점점 커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연주 시 마디 22에서 pp에서 시작하여 마디 31에서 힘

을 최대로 주어 가장 크게 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림 24> 마디 33-38. B 부분의 시작은 A 부분의 음형을 D 장조로 제시

하였다. 이는 A 부분에 제시된 축복의 내용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표현한다.

<그림 25> 마디 44-48. 베이스의 3도 하행의 조적 변화 과정을 수반하여 D

장조의 딸림화음으로 진행 된 것은 마디 47-48의 'Laura' 라는 가사를 강조

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후 마디 33부터는 D 장조로 조적 안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

에서는 가사 내용에 의하여 다시 좋은 생각으로 가득찬 축복의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조적 변화에 의거하여 형식상으로 B

부분으로 읽는 것이 타당한데, 피아노의 음형은 A 부분의 음형을 사용

하고 있다. 이는 축복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 의미임을 음악적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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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디 44-48에서는 베이스가 3도씩 하행하면서

전조를 내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긴장도를 높여서 ‘Laura’라

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템포가

빨라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마디 48에서는 다시 본래의 템포로 돌아

와야 한다.

<그림 26> 마디 53-56. 원조로 회귀 되지만 원조의 딸림화음으로 종지 및 불

안정한 화음이 진행되는 것은 탄식, 눈물, 열망 등 가사의 고통스러운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반주선율에서 베이스의 반음 하행과 인접음 진행

으로 빠르게 원조로 회귀된다.

<그림 27> 마디 57-61

마디 53-54에서는 화음의 구성음들의 인접음 진행을 통해 짧은 시

간 안에 원조(Ab 장조)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려서 마디 55부터는 원조

로 돌아온다. 다만 으뜸화음이 등장하더라도 단3화음으로 변화되는 등

으뜸화음이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은 채로 반종지로 끝난다. 이 부분에

서는 앞선 음형에서 벗어난 아르페지오 음형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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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과정은 탄식, 눈물, 열망이라는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한 마디 57-61에서는 아리아의 카덴차와 같은 형태로 연주

되는데, 이 부분은 앞서 언급한 가사에 의한 고통스러운 심정을 극대화

하여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이 부분(마디 57-61)의 성악 부분

은 마디 57-59에서는 셈여림을 크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마디

60-61에서는 셈여림을 갑자기 여리게 하여 변화를 주는 연주 방법도

가능하다.

<그림 28> 마디 61-65. Eb=D#음을 통한 B 장조로 전조되며 아르페지오의 음

형이 두터워지는 것은 ‘찬미’의 의미를 하며 화려한 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

치이다.

원조로 돌아와 반종지를 한 후에 마디 63에서 다시 다른 조로 이동하고

있다. 이번에는 Eb 하나만을 통해서 B 장조로 갑작스럽게 바뀌며 피아노

의 음형도 아르페지오가 양손에 걸쳐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가사

내용의 변화에 따른 것인데, 마디 63-68에 ‘찬미로 가득한 종이’라는 의미

의 가사가 배치되어 있다. 종이는 여기에서 시 또는 글을 의미하기도 하

는데, 찬미라는 말에는 주로 긍정적인 내용, 밝은 내용, 화려한 내용이 담

길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의거하여 음형과 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

다. 셈여림이 쓰여 있지 않지만, 이 부분에서는 mf 또는 f로 연주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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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마디 68-74. 원조의 회귀와 함께 딸림화음과 아르페지오 음형 그

리고 E 장3화음은 내 모든 마음을 폭발하는 감정을 표현한다.

마디 69부터는 다시 원조인 Ab 장조로 돌아온다. 음형은 이전의 아

르페지오 음형을 계속하지만 아르페지오 음형이 양손이 아닌 오른손에

서만 남겨지고, 딸림화음의 반음 아래의 수식화음과 딸림화음의 3전위

로 시작하여 전주의 E 장3화음으로 치닫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부분

에서는 오직 그대를 향한 내 모든 마음을 폭발하는 것과 같은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아르페지오 진행을 이어갔으며, 전주의 불안정한

화음 진행을 가져옴으로서 감정 표출을 더욱 더 극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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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마디 86-91. 마디 5-8에서의 화음 및 음형처럼 긴 음가 위주의 진

행은 종지를 향한 일탈 및 감정의 정리를 보여준다.

아르페지오 이후 마디 86부터는 마디 5-8의 음형과 화음을 가져오

면서 분위기가 가라앉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곡을 온전히 종지하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마디 90-92에

서 완전정격종지가 등장한 이후 마디 92부터의 후주에서는 A 부분의

음형을 다시 가져왔으며, 이는 A 부분에서 나타났던 즐거운 감정 또는

그 시절을 회상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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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마디 92-96. 후주에서는 A부분의 음형을 사용하였고, 즐거운 감정

또는 그 시절을 회상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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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vidi in terra angelico costumi / 나는 보았지, 지상에서

천사를

(1) 시의 작품 원문 및 번역

I’ vidi in terra angelici costumi,

E celesti bellezze al mondo sole;

Tal che di rimembrar mi giova, e dole;

Chéquant' io miro par sogni, ombre, e fumi.

E vidi lagrimar que' duo bei lumi,

Ch'han fatto mille volte invidia al sole;

Ed udìsospirando dir parole

Che farian gir i monti, e stare i fiumi.

Amor, senno, valor, pietate, e doglia

Facean piangendo un piùdolce concento

D'ogni altro, che nel mondo udir si soglia

Ed era 'l cielo all' armonia s'intento

Che non si vedea in ramo mover foglia,

Tanta dolcezza avea pien l'aer e 'l vento.

나는 보았지, 지상에서 천사의 자태를

그리고 세상에 유일한 천상의 아름다움도,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기쁘고도 괴로우니,

이는 내가 보는 것 모두가 꿈이요,

그림자이며 연기 같아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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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지, 그대의 아름다운 두 눈이 눈물 흘리는 것을

수천 번이나 태양의 질투를 샀던,

또 들었지, 한숨지으며 하던 말들을

산들을 움직이고 강물을 멈추게 했던 그 말들을.

사랑, 지혜, 용기, 자비 그리고 고통이

훨씬 감동적이면서 달콤한 조화를 이루었고,

우리가 세상에서 늘 듣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또한 하늘은 그 조화로움에 너무도 잘 어울려,

나뭇가지의 잎새마저 미동도 없어 보였으니,

달콤한 공기와 바람으로 꽉 차 있었다오.29)

29) 이상엽. 칸초니에레. (서울: 나남, 2005),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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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형식 및 분석

<표 4> 작품 형식 및 분석

형식 마디 조성 가사

서주(전주) 1-11 Ab major

A

A-1 12-23
Ab major

--> Eb major

I vidi in terra ~

ombre, e fumi.

A-2 23-35
E major로의

전조과정

E vidi lagrimar ~

e stare i fiumi.

B

B-1 36-46
C major

--> C minor
Amor! senno! valor, pietate,

B-2 47-54

Ab major

Face an piangendo ~

udir si soglia.

A’ 55-68
Ed era’l cielo ~

l’aer e’l vento.

coda(후주) 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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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마디 1-4. 셈여림이 작으며 아르페지오로 연주되는 것은 찬란한 아름

다움을 표현한다.

<그림 33> 마디 5-9. E major 화음으로 향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긴장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 세 번째 곡도 역시 앞선 두 곡과 마찬가지로 전주 부분에 으뜸화음이

등장하지 않고 불안정한 화음들로 시작하여 노래가 시작되는 A 부분에서

으뜸화음이 등장한다는 점이 모두 공통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세 곡 모

두 기본 조성이 Ab 장조인 점도 페트라르카의 세 곡에서 공통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다만, 세 번째 곡은 표현 방법이 다른 곡과 다소 다른

점이 있어서 세 번째 곡의 설명은 앞선 곡들과 다른 점을 위주로 기술하도

록 한다. 전주 부분에서 두 번째 곡과 공통적인 것은 처음으로 긴장도를 높

이는 부분(세 번째 곡의 마디 5-7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베이스의 반음 하

행과 반진행으로 이루어져 E 장3화음에서 긴장도의 높은 지점에 있는 점,

그 이후에 다시 원조의 증6화음을 통하여 딸림화음으로 유도되는 화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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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그리고 셋잇단음표의 아르페지오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이 곡

은 두 번째 곡과는 달리 셈여림의 변화 폭이 많지 않다는 점이 다르다. 전주

에서 여리게 연주하는 것과 아르페지오 등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찬란

한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들리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 마디 12-17. Ab 장조의 안정된 진행으로 천상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표

현한다.

<그림 35> 마디 18-21. 딸림화음의 전조는 일탈을 시작함을 느끼게 해주며, 기쁨

과 괴로움, 그림자와 연기라는 양면성을 표현한다.

마디 12에서 A부분이 시작되는데, 피아노 파트는 전주에서 등장했던 아

르페지오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위에 마디 13에서 성악 선율이 얹혀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첫 4마디(마디 13-17)는 Ab 장조의 안정적인 화성

진행으로서, ‘지상의 천사’ 그리고 ‘천상의 아름다움’ 이라는 가사를 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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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 4마디(마디 17-21)에서는 기쁨과 괴로움, 그림자와

연기라는 양면성을 지닌 가사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딸림조로 이동하여

긴장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6> 마디 36-40. C major로 안정되다가 Ab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그림 37> 마디 41-46. 사랑과 관련된 부분은 C major 로 고통과 관련된 단어

부분은 단3화음으로 바뀐다.

마디 36부터 C 장조로 B 부분이 시작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피아노가

아르페지오로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아르페지오의 형태는 A부분과 약간 차

이가 있다. 양손의 넓은 음역에 걸쳐 있는 A 부분과 달리 B 부분은 아르페

지오의 음역 폭이 좁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의 가사는 단어를 나열해 놓은 부

분으로서, 달콤한 부분에서는 C 장조의 안정적 화음 진행이 여린 셈여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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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등장하여 그 느낌을 부여하게 만들고 있으며, 마지막의 고통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C 의 단3화음과 Ab 의 단3화음이 등장하면서 분위기를 전환하

고 있다.

<그림 38> 마디 47-50. Eb을 베이스에 고정시키고 그 위에 불안정한 화음들은 감정

을 고조시키는 부분이다.

<그림 39> 마디 51-54. 이 곡의 정점으로 딸림화음 배치와 선율의 하강을 보여준다.

마디 47부터 마디 51까지는 마디 52의 정점(climax)을 향한 과정으로서,

이 부분은 Ab 장조로 돌아오지만, Ab 장조의 으뜸화음을 제시하지 않고 베

이스에 Eb 음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 이 부분은 가사 내용을 읊는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의 고조를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cresc. 과정

과 accel. 과정을 동시에 수반하여 점차적으로 빨리 연주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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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좋다. 마디 52-54의 경우 성악파트만 등장하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고조되었던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성악가는 악보에

기보되어 있는 대로 정확하게 연주할 것인지 아니면 기보된 것과 달리 자유

롭게 연주할 지의 여부는 각각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림 40> 마디 54-61. A 부분으로 회귀하나 반주형은 가라앉은 감정을 표현하

는 듯이 화음을 수직으로 연주하였다.

마디 54의 마지막 부분부터 원조인 Ab 장조로 돌아오며, A 부분의 선율

을 다시 제시하고 있지만, 반주형태는 이전의 아르페지오 반주 형태가 아닌

화음을 수직으로 한꺼번에 연주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또한 음역도 A 부분

보다는 높은 음역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긴장감이 고조되었던 것을 떨어

뜨린 이후 감정을 다시 추슬러 미동이 없는 하늘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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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마디 62-69. 마디 1-2의 화음, 그리고 선율을 연주하며 마디 68-29의

완전 정격종지를 준비한다.

마디 62-67에서는 전주 중 마디 1-2의 화음이 아르페지오로 등장한다.

이 화음의 등장은 마디 68-69에 걸쳐 있는 완전정격종지를 향해 있는 것으

로, 달콤한 공기와 바람이라는 표현을 음악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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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마디 69-73. 후주에서는 마디 12-17에서의 Ab 베이스 지속음 위의 화

음들을 볼 수 있다.

<그림 43> 마디 74-78. 마지막 마디에서는 여운을 남길 수 있도록 계속 느끼고 싶

은 마음을 표현한다.

마디 69부터 후주 겸 코다가 시작된다. 이 부분은 앞서 제시한 완전정격

종지 이후 베이스가 Ab 음을 계속 지속하면서 그 위에 왼손의 아르페지오

가 화음을 제시하고 오른손이 선율을 제시한다. 오른손에 제시된 선율은 마

디 15-16에 있는 선율을 제시한 것이다. 마디 74의 중간부터 G#-B-D-E라

는 화음이 등장하는데, 이 화음은 사실 Ab-Cb-D-Fb로 읽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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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다음에 제시되는 Ab 으뜸화음에 대한 전타음적인 성격을 지닌 화음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후주에서는 앞서 제시되었던 달콤한 공기와 바람

을 계속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마디 77의

마지막 종지에서는 갑자기 끊지 않고 페달의 지속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여운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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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리스트의 가곡들은 오페라 아리아적인 화려한 선율들과 이에 어울리는

비루투오조적인 화려한 피아노 반주부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성악가의 대표

적인 리사이틀 프로그램으로 연주되고 있다. 총 82곡에 이르는 그의 가곡들

은 교향시 및 피아노 작품에 가려져서 저 평가되는 면이 있지만, 평생에 걸

쳐서 두루두루 작곡되었다는 사실들과 다양한 언어의(독일 ,프랑스, 이탈리

아, 영국, 헝가리 및 러시아) 시를 가사에 사용함으로써 당대 최고인 성악가

들을 위해서 작곡되어졌다는 부분만 보아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가곡을 작곡함에 있어 시의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통

절형식을 주로 사용하였고, 간결하고도 함축적인 모티브를 변형 발전해 나

아가는 반주를 표현하였다. 또한 상세하게 악곡의 지시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시의 내용들을 음악으로 더욱 더 섬세하게 표현시키고자 하였다. 리스트 자

신이 비르투오조의 면모를 나타내는 피아니스트이었기 때문에 가곡에서의

피아노 반주부에 비중을 많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연구된 리스트의 가곡 <Tre sonetti di Petrarca>는 프란

체스코 페트라르카의 3편의 sonett를 발췌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묶은 것으

로 1838부터 1839년까지 그가 이탈리아에 거주할 때 작곡한 초기 가곡이며

화려한 기교를 보여주는 피아노 반주를 가지고 있다. 이곡들의 피아노 반주

부는 시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전주, 간주, 후주를 통해서 곡의 분위기를 주

도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나아가 피아노의 음역을 넓게 사용함으로써 오케스

트라적인 화려한 음색과 음향 효과를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리고 화성적인 측

면에서는 이명동음이나 반음계적 전조가 곡의 분위기 전환과 결부되어 자주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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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 sonetti di Petrarca>의 성악선율에서도 연주자의 수준 높은 역

량을 필요로 하는 요소가 많이 발견된다. 즉, 성악선율은 마치 오페라 아리

아와 같이 도약이 크고 고음과 레치타티보적인 선율이 자주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성악선율은 모티브의 발전에 의해 음량이 증가하는 피아노 반주부와

함께 긴장감을 만들다가 반주가 사라진 채 마치 오페라아리아의 카덴짜처럼

홀로 결정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면에서 볼 때 ‘Tre sonetti di

Petrarca’는 오페라적인 요소가 많이 담긴 가곡이라 할 수 있다.

제 1곡 Pace non trovo는 페트라르카의 104번 소네트에 의해 쓰인 가

곡으로 자신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절망감을 표현한 곡이

다. 이 곡은 오페라 아리아처럼 레치타티보 및 아리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긴 간주가 특징이다. 또한 시의 내용에 따라서 템포의 변화가 심하다. 이 곡

을 노래할 때 레치타티보에서 악상, 템포의 잦은 변화와 불안정한 화음진행

으로 시의 의미를 표현 하는데 있어서 아리아 부분의 연주를 위해 표현을

최대한 절제하는 것이 좋다.

제 2곡 Benedetto sia’l giorno 는 페트라르카의 소네트 47번에 쓰인 곡

이며, 모티브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곡 전체에 통일성을 조성하였다. 이 곡을

노래할 때 사랑으로 인해 마주한 모든 상황을 축복하는 내용을 표현하기 위

한 선율과 가사의 반복에 당황하지 않고 사랑에 빠진 달콤한 축복, 그에 따

르는 고통의 축복 등 같은 단어이지만 시의 해석을 통해 어떠한 의미인지

자신만의 감정을 차별성 있게 표현해야 한다.

제 3곡 I vidi in terra angelico costumi 는 페트라르카의 소네트 1, 2,

3번에 의해 쓰인 곡이다. 가사의 뉘앙스와 의미를 살리기 위해 반음계적 전

조 현상을 자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곡을 노래할 때에는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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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긴 전주와 성악선율을 확대하여 변형시켜낸 긴 후주가 특징이기 때문에

노래가 끝났다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긴 후주와 함께 끝까지 연주에 집중해

야 한다.

본 논문은 <Tre sonetti di Petrarca> 연구를 통해서 리스트가 시와 음

악의 결합을 시도하여 가곡을 작곡하려 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

한 피아노 반주는 단순한 반주로써의 역할이나 피아니스트적 기교의 표현만

을 위한 것이 아닌 이런 기교들을 통해 시의 의미를 지지하고 전달 및 설명

하는 일을 성악과 동등하게 나누어 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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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nd Analysis of
<Tre sonetti di Petrarca>

by Franz Liszt

Kim, Hyun-Soo

Department of Music(Major in Vocal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ranz Liszt (1811∼1886), who is one of the most famous

composers in 19th century Romanticism, pursued great changes in

the times. He showed various musical expressions through his

religious, philosophical, and literary knowledge, and they

importantly had influence on the late Romanticism. His art songs

were written in various languages such as Italian, French, German,

and Hungarian, and they were composed of rich melodies and

various musical techniques like piano music. Moreover, their

original poems were written in pictorialization.

The study is about Franz Liszt’s life, works, and musical

characters which focused on the collection of Francesco Petrarca’s

(1304∼1374) poems <Canzoniere> which was used in <Tre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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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etti di Petrarca>. Therefore, it was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melody and accompaniment to express the poem <Tre di

sonetti di Petrarca>.

Despite the art song, this work could be found not only Liszt’s

pianistic brilliant accompaniment which reflects his virtuosic

character, but also the operatic characters which are required

operatic vocalization and can divide into recitative and aria.

keywords : Franz Liszt, Francesco Petrarca, Tre sonetti di Petrarca, art song

Student Number : 2009-2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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