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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아놀트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1874-1951)의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 “공중정원의 책, (Das Buch der

hängenden Gärten) Op.15”에 나타나는 텍스트와 음악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성악파트를 더욱 효과적으로 연주하기 위해 이해해

야 할 주요한 특징들을 연구한 것이다.

아놀트 쇤베르크는 20세기 서양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작곡가로서, 그의 작품경향은 조성양식의 작

품에서부터 무조양식의 작품까지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공중정원의 책”은 제 2기에 작곡된 무조양식의 작품이면서

비교적 짧은 길이의 연가곡으로 구성되어있어 성악과 피아노의 관

계 및 텍스트의 적용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이에 본론 1에서는 쇤베르크의 생애와 성악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작품 경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쇤베르크의 작품 경향은 대체

로 4개시기로 구분되는데1) 후기 낭만주의적 특징을 띄는 제 1기,

무조성을 통한 표현주의적 성향이 드러나는 제 2기, 12음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 제 3기와 전체를 아우르며 자유롭게 여러 기법을

포괄적으로 운용하는 제 4기로 나뉜다. 시기별 작품 경향을 보면

초반부터 중반에 이르는 제 1기부터 2기에는 주로 연가곡을 중심

으로 성악뿐 아니라 기악을 포함하는 독립된 성악 작품들을 작곡

하였고, 제3기에 이르러 성악 작품으로는 합창곡과 오페라, 제4기

1) Oliver Wray Neighbour."Arnold Schönberg,"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 22 ed. Stanley Sadieand John Tyrrell, (London:

Macmillan, 2001), p.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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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종교적 색채를 보여주는 오라토리오를 작곡하였는데, 후기의

작품으로 갈수록 작품의 규모가 확대되고 철학적인 부분이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본론 2에서는 공중정원의 책의 시인인 슈테판 게오르게(Stefan

George, 1868-1933)의 생애과 작품 경향을 살펴보았다. 게오르게는

19세기 상징주의에 영향을 받은 시인으로, 현실을 비판적으로 수

용하되 아름답고 형식적이며 예술지향적인 언어로 된 시들을 남겼

다. 그 중 “공중정원의 책”은 비현실적인 풍경을 통해 사랑의 여러

성질을 묘사하고 있다.

본론 3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 작품인 “공중정원의 책,

(Das Buch der hängenden Gärten) op.15”의 제 1번, 3번, 7번, 14

번을 분석하였다. 쇤베르크는 특정한 시어를 강조하기 위하여 무

조로 작곡된 악곡 안에서 상대적인 차이를 가지는 불협화음들을

각기 다른 밀도를 갖도록 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운용하고

있다. 또한 화음의 기능을 수직적 측면 뿐 아니라 수평적 측면에

서 성악과 피아노의 음형들을 통해 변화시킴으로써, 시의 구조가

보다 조직적으로 음악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작품은 성악

성부뿐만 아니라 피아노 성부도 하나의 독립된 성부로 존재하며

필요에 따라 반주의 역할과 함께 성악 성부의 대위적 성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아놀트 쇤베르크의 “공중정원의 책, Op15”의 성

악 파트의 연주를 효과적으로 연주하기 위한 음 소재 및 화음소재

의 구조와 텍스트의 연관성을 연구하였으며, 성악가가 이 작품을

연주 할 때 참고하면 좋을 성악 멜로디 표현에 관한 연구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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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악 파트와 피아노 파트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연관성 분석

의 결과로써 시어의 성격에 따라 다른 불협화적 밀도를 가진 화음

소재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아노 파트의 밀

도 즉, 음 간격이 상대적으로 좁다든지, 화성의 진행이 보다 복잡

한 구조를 갖는 등의 감지를 통해 성악 파트의 연주 표현에 있어

더욱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쇤베르크, 게오르게, 가곡, 시, 텍스트, 공중정원의 책, 화성,

무조음악

학 번: 2017 - 2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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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가사가 있는 곡을 연주하는 성악가에게는 음악에 붙여진 시어를 표

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와 음악의 표현이 화성과 형식을 통해 비교적

잘 드러나는 고전 시대(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와 낭만 시대(19세

기)의 가곡과는 달리 무조로 쓰인 근현대시대(19세기 말부터 20세기)의

가곡들은 그 연관성을 어떤 지점에서 찾아야 하는지 쉽게 발견하기 어렵

다. 조성 음악의 경우에 성악가는 피아노 성부에 나타나는 화성이나 리

듬 등을 통해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해하고 상상함으로써 본격적으

로 가사를 표현하게 된다. 그러나 근현대시대에 무조로 쓰인 곡들을 연

주할 때에는 고전, 낭만적 화성의 조성적인 배경에서 주어지는 단서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사를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프랑

스 Université Paris Ouest Nanterre La Défense의 교수인 Michel

Imberty는 1993년, “무조음악을 듣는 사람은 스스로 기존의 조성 음악의

규칙에 기반을 두어 자신만의 새로운 규칙을 구성하여 음악을 받아들인

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그는 무조음악을 듣는 이들은 조성 음악을

들음으로써 획득한 관습의 범주 내의 정보를 통해서 무조음악을 해석한

다” 하였다.2)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무조음악 양식은 고전, 낭만주의 조성 음악의

관습적 어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작품을 해석하여 소리로 표현

하는 성악가뿐만 아니라 이를 감상하는 청중에게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

다. 따라서 성악가는 청중에게 낯설고 때로는 난해하며 감상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무조음악 양식의 작품들을 작곡가의 의도에 맞게 효과적

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단순히 악보에 주어진 음정을 시창하듯 부르는 것

2) Michel Imberty, (1993). “How do we perceive atonal music? Suggestions for a
theoretical approach”, Contemporary Music Review, 9:1-2, pp. 32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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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텍스트와 음악의 연관성, 즉 작곡가가 어떠한 방법으로 시를

음악과 결합하여 시의 형식적 측면과 내적인 정서를 전달하고 표현하고

자 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쇤베르크가 무조로 작곡한 성악 작품 중 슈

테판 게오르게의 시를 이용한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공중정원의 책,

(Das Buch der hängenden Gärten) op.15”을 분석하였다. 이 작품은 쇤

베르크의 무조음악 시대 중 비교적 초기에 쓰인 작품으로 그 중 제 1, 3,

7, 14번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분석하여 음악과 텍스트의 연관성이 이 곡

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본론 1에서는 아놀트 쇤베르크의 생애를 살펴본 후 그의 시기적 구

분에 따른 성악 작품 분류에 근거하여 그의 작품 경향을 알아본다.

본론 2에서는 시인 슈테판 게오르게(Stefan George, 1868-1933)의

생애와 그의 작품 경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후 본론 3에서는 “공중정원의 책”에 대한 소개에 이어 본고의 중

심 예제인 쇤베르크의 “공중정원의 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성악가가 보다 효과적으로 “공중정원의 책”을 연주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써 본 곡에 나타나고 있는 작곡 특징 중 시의 내용과 음악이

대비를 이루는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긴 음가를 가

진 고음들과 짧은 음가를 가진 저음들의 대비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음악적 특징들을 분석하였으며, 성악부의 멜로디와 피아노의 화성의 독

립적 혹은 통일감을 주는 부분들의 분석을 통해 음악과 텍스트의 결합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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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아놀트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1) 아놀트 쇤베르크의 생애

쇤베르크는 1874년 9월 1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대인 상인인 아버

지 Samuel Schönberg(1838-1890)와 어머니 Nee Nachod (1848-1921) 사

이에서 태어났다. 쇤베르크와 그의 가족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히틀러

정부의 반유대인 정책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였다. 그가 15살이 되던

1890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쇤베르크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은행

원으로 일해야 했다. 그로 인해 그는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받을 수 없었

지만, 음악, 철학, 문학 등에 대하여 꾸준히 관심을 두고 독학하였고, 아

마추어 앙상블을 만들어 활동을 계속해 나갔다.

이 시기에 쇤베르크는 자신의 음악 세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들을 만나게 된다. 바로 데이비드 조셉 바흐(David Josef Bach,

1874-1947)와 오스카 아들러(Oskar Adler, 1875-1955)이다. 특히 오스카

아들러는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였기에 쇤베르크에게 바이올린과 첼로,

그리고 기초이론을 가르쳐 주었다. 또한 쇤베르크는 이 시기에 아마추어

앙상블을 이끌며 알렉산더 폰 쳄린스키(Alexander von Zemlinsky,

(1872-1941)3)를 만나게 되었다. 지휘자였던 쳄린스키는 몇 달간 쇤베르

크에게 대위법을 지도했으며 쇤베르크에게 대외적 음악 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동료 음악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음악적 활동을 넓혀가던 쇤베르크는

1897년 가을, 자신의 첫 작품인 <현악 4중주곡 D장조>을 작곡하여 이듬

해 3월 초연하였고, 빈 음악 예술가협회의 호평을 받기에 이른다. 그 후

쇤베르크는 1901년부터 1903년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지휘자로 활동하였

고, 7월에는 다시 오스트리아 빈으로 돌아와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3) 쳄린스키는 작곡가이며 지휘자(1908년, Vienna Opera)로 독일 낭만주의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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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표적인 제자로는 안톤 베버른(Anton Webern, 1883-1945)과 알반

베르크(Alban Berg, 1885-1935)가 있다. 이들은 이후 제2 빈악파로 불리

며 20세기 무조음악의 근간이 된다.

쇤베르크와 쳄린스키는 새로운 예술4)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보

이는 오스트리아 빈의 분위기에 대항하여 <작곡가 협회, Vereinigung

Schaffender Tonkunstler, 1904-5>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단

체를 통해 쇤베르크는 구스타프 말러(Gustav Mahler, 1860-1911)와 교류

하게 되었다. 말러는 이후 쇤베르크의 음악뿐 아니라 물질적인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5)

1908년부터 1920년까지는 쇤베르크의 작품 시기를 4개로 나눌 때 제

2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그의 작품에는 점점 표현주의에 기반한 무조성

이 나타나게 되었다. 1908년 연주된 <현악 4중주, String Quartet. Op.

10>와 <3개의 피아노 소품, Three Piano Pieces. Op. 11>에 나타나는

날카롭고 부딪히는 무조성의 소리는 많은 비평가와 청중들에게 큰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쇤베르크는 그러한 부정적인 반응에도 굴

하지 않고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6)의 회화작품에서

표현의 수단을 새롭게 찾고자 했다. 칸딘스키와 교류하며 그는 1908년부

터 약 10년의 기간 동안 그림 약 70여 점을 그렸다. 쇤베르크는 그중 몇

개에 <환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1910년에 본인의 그림 전시회를 열기

도 했다.

무조 음악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쇤베르크는 1901년 <산비둘

기의 노래, Gurrelieder>를 작곡하였고, 1908년에는 <3개의 피아노곡,

Drei Klavierstücke. Op.11>, 1909년 <공중정원의 책, Das Buch der

hängenden Gärten, Op.15>, 모노드라마 <기대, Erwartung, Op.17>을 작

곡하였다. 또한 그는 1910년에서 1911년 사이에 <화성학,

Harmonielehre>를 집필하였다. 1912년에 작곡된 <달에 홀린 피에로,

4) 20세기 초부터 작곡되기 시작한 무조음악을 말한다.
5) Oliver Neighbour, Paul Griffiths, George Perle(1983), <The New Grove:

Second Viennese School>, London: Macmillan Publisher, Lit., p. 5
6) 러시아 출신의 화가로 추상 회화의 창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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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rot Lunaire, Op.21>는 자신의 지휘로 1912년에 초연되어 비평가와

청중에게 큰 호평을 얻었다.

몇 년 동안 새로운 실험을 시도했던 쇤베르크는 1913년부터 1916년

까지 작품 활동의 공백기를 가졌다. 이 공백 기간 동안 그는 음렬 주의

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구체화 시켰다. 쇤베르크는 1921년 여름 그

의 제자 루퍼(J. Rufer)에게 12음 기법에 대하여 “오늘 나는 한 가지 발

견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100년 동안 독일 음악의 우위를 보장하게 될

새로운 작곡 방식”7)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25년, 쇤베르크는 독일 베를린에 있는

프로시안 아카데미(Prussian Academy of Art)의 교수였던 부조니

(Ferruccio Benvenuto Busoni, 1866-1924)의 후임으로 지명되어 오스트

리아를 떠나 독일 베를린으로 이주한다. 그러나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나치의 반유대인 정책하에 해임되었고, 그의 지병인 천

식이 악화되어 요양과 작품 활동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한다.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쇤베르크는 1936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의 교수로 부임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

다. 그러나 계속된 그의 건강 악화로 인해 1944년 9월 교수직에서 사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쇤베르크는 창작을 멈추지 않고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Op. 36>, <현악 4중주곡 제4번, Op. 37>,

<콜 니드레, Kol Nidre, Op. 39>, <레치타티보에 따른 오르간 변주곡,

Variation on Recitative, Op. 40>, <나폴레옹에 대한 오드, Ode to

Napoleon, Op. 41>, <바르샤바의 생존자, A Survivor from Warsaw,

Op. 46> 등을 작곡하였는데, 특히 <나폴레옹에 대한 오드(찬양)>와 <바

르샤바의 생존자>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쇤베르크의 감정을 투영한

작품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믿음을 담고 있다.

쇤베르크는 자신이 집필한 많은 에세이와 기사들을 정리하여 <Style

and Idea>라는 책을 출판 하였다.8) 그 후 대외적인 활동을 자제하던 쇤

7) Robert Neighbour, Paul Griffths, George Perle(1983), <The New Grove:

Second Viennese School>,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it., p. 17.
8) Oliver Neighbour, Paul Griffiths, George Perle(1983), <The New G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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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크는 <현대 시편, Moderner Psalm, Op. 50c>을 완성하지 못한 채

로 1951년 7월 13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의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다.

2) 아놀트 쇤베르크의 성악 작품 경향

쇤베르크 음악은 총 4시기로 구분되는데, 제 1기(1874-1908)는 후기

낭만 기법을 사용한 전통적인 조성의 테두리 안에서 작곡하였던 시기이

며, 제 2기(1908-1914)는 무조적(atonality), 표현주의 시기, 제 3기

(1923-1933)는 12음 기법 시기, 제 4기(1933-1951)는 공용 기법의 시기9)

로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그의 작품 중 성악 작품을 중심으로 시기별 경

향을 다루어본다.

<표 1> 시기별 특징

제 1시기, 1895 – 1908

제1시기의 음악 양식은 전통적인 형식을 고수하면서 후기 낭만주의

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는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와 바

그너(Richard Wagner, 1813-1833)의 영향을 받았는데, 브람스의 작품에

서는 다양한 대위법과 주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전 시켜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악곡을 만드는 방식을, 바그너의 작품에서는 불협화음의 자

Second Viennese School>, London: Macmillan Publisher, Lit., p. 17.
9) Oliver Wray Neighbour."Arnold Schönberg,"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 22 ed. Stanley Sadieand John Tyrrell, (London:

Macmillan, 2001), p. 577.

시기 년도 작품 번호 음악 특징
제 1기 1897 - 1908 Op.01 – Op.10 후기 낭만주의
제 2기 1908 - 1920 Op.11 – Op.22 무조성. 표현주의
제 3기 1920 - 1936 Op.23 – Op.36 12음 기법
제 4기 1936 - 1951 Op.37 – Op.51 공용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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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운 사용과 반음계적 화성, 조의 이동기법 등을 익혔다.10) 쇤베르크는

바그너 스타일의 반음계적 작곡기법을 시작으로 고전적 바탕을 그대로

유지하며 수평과 수직적인 요소들의 대위적 관계와 형식의 개념 등을 작

품에 적용한다.11)

다음 <표 2>는 제1시기에 해당하는 성악 작품 목록이다.

<표 2> 제 1시기 성악 작품 목록

쇤베르크의 100곡 이상의 성악곡 중 50여 곡이 이 시기에 작곡되었

다. 이 가곡들은 각 성부가 다성적(Polyphonic)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으

며 반주 부분에는 반음계적 진행이 많이 나타난다. 이 중 조성으로 쓰인

성악곡은 중심 조성과 전조의 과정이 뚜렷하며, 피아노의 역할이 단순한

반주를 동반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피아노 성부에 동기적 진행이 주도적

으로 등장하여 선율로부터 더욱 독립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표 2>

에 나열된 작품들의 대략적인 설명이다.

Op. 1 <2개의 가곡, Zwei Lieder>는 2개의 바리톤을 위한 곡으로

10) Ulrich Michwls 著, 홍정수, 조선우 譯(1991). <음악 은이2>, 서울: 세광출판사
11) Eric Salzam :　Twentieth Century Music An Introduction, p. 34.

작품명 작품 번호 작곡 년도

2개의 가곡 (Zwei Lieder) Op. 1 1898

4개의 가곡 (Vier Lieder) Op. 2 1898 - 1900

6개의 가곡 (Sechs Lieder) Op. 3 1898 - 1900

정화된 밤 (Verklarte Nacht) Op. 4 1899

8개의 가곡 (Acht Lieder) Op. 6 1903 - 1905

6개의 관현악 반주곡 (Sechs Orchesterlieder) Op. 8 1903 - 1905

구레의 노래 (산비둘기의 노래, Gurrelieder) 작품번호 無 1900 -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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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성이 풍부하며 후기 낭만적 요소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제 1곡은 실

연의 고통을 승화시킨 곡이고, 제2곡은 떠나간 애인을 그리워하며 부르

는 곡이다.

Op. 2 <4개의 가곡, Vier Lieder>는 4개의 노래 중 마지막 곡에서

무조 형식을 나타내고 있어 더욱 단순한 느낌을 주며 화성상의 혁신을

보여준다.12)

Op. 3 <6개의 가곡, Sechs Lieder>는 서정주의 흐름을 보여준다.

Op. 6 <8개의 가곡, Acht Lieder>는 초기 성악곡 중 가장 완숙한

형태를 이룬 곡으로 이미 넓은 간격을 사용하여 반주부가 성악부로부터

탈피를 보이고, 계속된 전조에 의한 확대, 축소, 역행 등 음렬 작법의 징

조를 보여준다.13)

Op. 8 <6개의 관현악 반주곡, Sechs Orchesterlieder>는 관현악 반

주로 된 6개의 연가곡으로서 가장 변화가 없는 곡이다.14)

작품번호가 없는 <구레의 노래, Gurrelieder>는 대규모의 관현악을

사용한 거대한 칸타타이다. 5명의 성악 솔리스트와 한 명의 말하는 사람,

4개의 합창단, 50개의 목관 및 금관을 포함한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필요

로 한다. 그 음악의 규모와 복잡성에서는 말러와 슈트라우스를 능가하고,

낭만적인 과격한 표현에서는 바그너를 능가하고 있다. 쇤베르크는 온음

음계, 4도 화음의 사용으로 조성을 버리려는 모습이 보이나 아직은 조성

의 성격이 더 강하고, 고전적인 소나타 형식을 사용했다.15)

제 2시기, 1908 – 1914

제 2시기의 작품은 Op. 11부터 Op. 21까지의 작품이 해당되며 이 시

기의 작품들은 무조성 양식으로 작곡되었다. 전통적 의미의 반음계 주의

적 어법에서 한계를 느낀 쇤베르크는 3도 구성 화음을 기반으로 하는 조

성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반음계 주의를 시도한다. 화음을 구성하는 원

12) Denis Stevens :　A History of Song, p. 262.
13) Boretiz Benjamin : Perspectives on Schöenberg and Stravinsky, p. 348.
14) Malcom Macdonald: Schönberg, p. 172.
15) 김학민 역, 서양 음악의 유산, p.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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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자체를 조성에서 찾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무조성 음악’의 출발 원

리이다.

무조성은 다시 말해 조의 체계가 갖는 각 음의 기능성을 없애는 것

으로 시작한다. 무조성 음악에서는 하나의 중심 음-으뜸음과 지배적인

음-딸림음의 관계를 바탕으로 음계의 음마다 고유의 기능과 우위를 갖

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음정 자체가 갖는 소리의 밀도를 중심으로 화음을

구축한다. 따라서 어떠한 화음이 다른 음으로 해결되려는 속성은 그 화

음의 조적 관계 때문이 아니라 반음계적 유도나 불협화의 해소 등, 작곡

가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배치되게 된다.

쇤베르크의 작품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무조성’에 따라 음악

이 진행되므로 화음의 구성 음정이 때로는 반음이며 때로는 3화음이기도

하다. 날카롭게 부딪히는 소리와 보다 덜 부딪히는 소리, 드물게 어울리

는 소리가 나열되고 비교적 단순한 리듬의 통제에 따라 화성의 구조적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

이 시기의 작곡 기법적 특징 중 첫째는 대위법적인 방법으로 악곡

구성의 주류를 이루게 하는 것, 즉 하나의 동기를 각 성부에서 모방하여

전위, 역행하며, 음표의 길이를 확대 또는 축소하여 변화를 주는 것이다.

둘째는 곡을 소규모로 하여 감각적 통일감을 이루었다. 셋째는 말하는

선율(Sprechstimme)16)를 사용하였고,17) 마지막 특징은 실내악의 복귀라

고 볼 수 있는데, 작품에 나타나는 각각의 시들이 다른 악기편성에 의해

반주되고 또, 모든 악기가 하나의 시 가운데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도

입되는 순서는 각각 다르게 나타나 음향에 변화가 많고 연주자들도 연주

할 때에 음정보다는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주하였다는 것이다.18)

16) Sprechstimme: Op. 21 Pierrot Lunaire에서 처음 사용한 방법으로 음정과 리듬

을 정확하게 규정하여 시의 억양에 따라 말하는 것처럼 노래하는 것이다.

R. Leibowitz 著, 최동선 譯(1981), <쇤베르크와 그의 악파>, 서울: 세광출판사,

p. 92.
17) William A. Austin : Music in the Twentieth Century from Debussy through

Stravinsky, p. 200.
18) 전정선. 표현주의와 A. Schöenberg에 관한 소고.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2.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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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3>은 본고의 중심 예제를 포함하여 제2시기의 성악 작품

의 목록이다.

<표 3> 제 2시기 성악 작품 목록

Op. 12 <2개의 발라드, Zwei Balladen>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작곡

된 2개의 곡을 모아 연가곡으로 출판하였다. 제1곡은 발라드 경연 대회

에 출전하기 위해 작곡된 것인데, 비교적 긴 곡으로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 죽음을 연상하며 허세의 축배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곡

이다. 제2곡은 아름다운 제인 여왕을 회상하며 처형당한 것을 애석하게

여긴 역사적인 이야기이다. 짧은 곡속에서 여왕의 남편, 백성(처녀)들의

죽음을 나타내 주는 연극적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Op. 14 <2개의 가곡, Zwei Lieder>는 쇤베르크의 무조성 기법에 속

하는 첫 번째 작품이다.

Op 15 <공중정원의 책, Das Buch der hängenden Gärten>은 조성

작품명 작품 번호 작곡 년도

2개의 발라드 (Zwei Balladen) Op. 12 1907

2개의 가곡 (Zwei Lieder) Op. 14 1907

슈테판 게오르게의 “공중 정원의 책”에 의한

15개의 시 (Das Buch der hängenden Gärten)
Op. 15 1908- 1909

기대 (Erwartung) Op. 17 1909

행복한 손 (Die glückliche Hand) Op. 18 1910-1913

마음의 무성함 (Herzgewächse) Op. 20 1911

달에 홀린 피에로 (Pierrot Lunaire) Op. 21 1912

4개의 가곡 (Vier Lieder) Op. 22 1916

야곱의 사다리 (Die Jakobsleiter) 작품번호 無
1917-1922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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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체되는 것을 확고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특징은 피아노와 두 성부

에 있어서 상호관계가 있는 동기의 동시적 전개, 혹은 완전히 다른 동기

의 끊임없는, 그러면서도 시종일관된 전개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지

금까지의 피아노 반주가 붙은 가곡의 개념을 완전히 붕괴시켰다.19)

Op. 17 <기대, Erwartung>은 단 한 사람의 등장인물에 의한 모노드

라마인데 쇤베르크가 평상시의 수법을 대담하게 버리고 있어, 지도동기

가 쓰이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무한 선율의 극한을 보여 무주제성

(athematism)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20) 계속되는 반음계적 선율과 변화

되는 강도의 음절 및 비주제적인 음정의 구조를 바탕으로 두며, 심리적

인 통찰을 가진 작품으로 정신분석적인 요소를 내포한다.21)

Op. 18 <행복한 손, Die glückliche Hand>는 합창곡을 동반하는 뮤

지컬 형식으로 대위법에 더욱 치중하고 있으며 곡의 간결성을 요구하고

있다.22)

Op. 20 <마음의 무성함, Herzgewächse>는 선율적 동기를 되풀이하

는 것을 피하고 기악적 용법의 상상력을 보여 Op. 21 <달에 홀린 피에

로, Pierrot Lunaire>를 예비하고 있다.

Op. 21 <달에 홀린 피에로, Pierrot Lunaire>는 Sprechstimme 혹은

Sprechgesang을 조직적으로 사용하여 종래음악의 분류 속에 속하지 못

하던 비성악적 소리조차 훌륭한 예술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

였다. 이런 것은 쇤베르크가 극의 급박한 장면 때문에 음악상의 강하고

혁신적인 새로운 가창 스타일을 만들어 냄으로써 표현되는 말과 선율구

조의 융합을 아리오소(arioso)23)와 마찬가지로 긴밀하게 하는 것을 가능

하게 했다. 이 목소리를 다루는 새로운 방법은 멜로드라마 장면의 마무

리를 순수하고 음악적인 원리에 의해 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

19) Barbara Meister : An Introduction to the Art Song, p. 177.
20) Andŕe Hodeir : La Musique Έtrangère Contemporaine, p. 50.
21) Rene Leibowitz : <쇤베르크와 그의 악파>, 최동선 역,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0. p. 91.

22) Eric Salzam :　Twentieth Century Music An Introduction, p. 39.
23) 오페라나 오라토리오에서 레치타티보의 중간이나 끝에 나타나는 짧은 선율적인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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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전통적인 레치타티보에서는 할 수 없었다.24)

Op. 22 <4개의 가곡, Vier Lieder>는 무조성의 한계를 느낀 쇤베르

크가 오랜 고민 끝에 음렬을 고안해 낸 시기의 곡으로 무주제적 무조 음

악에서 12음렬에 이르는 과도기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25)

작품번호가 없는 쇤베르크의 <야곱의 사다리, Die Jakobsleiter>는

쇤베르크가 1917~1922년에 작곡한 미완성 오라토리오로 12음렬로 가는

또 하나의 과도기적 작품이다. 이 곡의 춤 장면(Tanzscene)에서 6음으로

구성된 오스티나토26)를 사용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그는 이 6음 동기에

나머지 6음을 첨가하여 12음렬을 채워 이 곡을 수정하였다. 이 12음렬

기법은 전체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 작품을 엄격한 12음 기법

음악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쇤베르크의 시도를 충분히 드러내는 곡이다.

제 3시기, 1920 – 1936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쇤베르크의 작품에는 본격적으로 12음 기법

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2음 기법이란 한 옥타브를 반음씩 나누어 발생

하는 총 12개의 음을 작곡가 임의의 순서대로 나열하여 그 자체를 하나

의 소재로 사용하는 작곡기법이다. 소재 자체는 매우 혁신적이고 새로운

방법이지만 사실 이 12음렬의 방식을 가지고 선율을 전개하는 방식은 매

우 전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바로크 이전의 대위적 작품에 나타나

는 역행과 반행, 반행의 역행 등의 방식을 차용하여 프레이즈를 전개하

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방식에 따라 소개되는 새로운 소리

는 매우 효과적으로 작곡에 응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12음 기법의 대표적인 특징인 무조성, 음들의 관계를 재 정

의하는 방식은 곡의 전체적인 구조와 형식을 쌓기에 다소 어려운 점을

야기한다. 전통적인 조성음악에서는 으뜸화음과 딸림화음의 긴장, 이완

구조가 다양한 형태의 종지를 만들고 그 종지의 연결에 따라 악절과 악

24) Rene Leibowtz : <쇤베르크와 그의 악파>, 최동선 역,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0. p. 92.
25) 세광 출판사 : 최신 명곡 해설 전집, V. 26. p. 115.
26) 어떤 파트가 같은 높이로 일정한 음형을 반복해서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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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형성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조와 형식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

나 이러한 관계성이 모두 없어진 무조성을 기반으로 12음 기법으로 쓰인

음악은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악구와 악곡의 구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쇤베르크는 이러한 어려

움을 소나타 형식과 같은 전통 형식과 18세기 춤곡 양식27)에서 해결점

을 찾았다.

12음 기법을 음렬화 하여 쓰는 이러한 어법은 쇤베르크와 그의 제자

들28)을 중심으로 많은 작품에 나타나며, 그뿐만 아니라 현대까지도 수많

은 작곡가가 작품에 적용해 사용하고 있다.

다음 <표 4>는 제 3시기의 성악작품 목록이다.

<표 4> 제 3시기 성악 작품 목록

Op. 27 <4개의 혼성합창곡, Vier Stücke>는 12음 기법에 관한 최초

의 혼성합창곡이다.29)

Op. 28 <3개의 풍자시, Drei Satiren>은 3개의 풍자시로 이루어진

혼성 합창곡으로 고도의 대위법적인 서법이 쓰이고 있으며, Op. 27과 공

통된 점이 있는데 두 곡 모두 마지막 곡에만 기악의 반주가 더해지는 특

이한 악장 구성을 보인다는 것과 쇤베르크 자신의 가사를 직접 썼다는

점이다.30)

27) 미뉴엣, 트리오, 가보트, 지그 등을 말한다.
28) 제 2 빈악파를 말한다.
29) 세광 출판사, 최신 명곡 해설 전집, No 26, p. 118.

작품명 작품 번호 작곡 년도

4개의 혼성합창곡 (Vier Stücke) Op. 27 1925

3개의 풍자시 (Drei Satiren) Op. 28 1925

오늘부터 내일까지 (Von Heute auf morgen) Op. 32 1928-1929

6개의 무반주 남성합창곡 (Sechs Stücke) Op. 35 192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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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32 <오늘부터 내일까지, Von Heute auf morgen>은 12음 기법

으로 작곡된 최초의 오페라였고 그것은 쇤베르크의 유일한 희극 오페라

였다. 쇤베르크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내 오페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Von Heute auf morgen>과 <모세와 아론, Moses und Aron>

을 통해 모든 표현과 특성은 자유로운 불협화음 양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31) 종결 부분의 4중창에 나타나는 정묘하고 뚜렷

한 대위법적 스타일이 쓰이고 있으며 이를 지탱해 주는 오케스트라에 2

개의 독립 성부가 나타나 실제로 6성으로 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32)

Op. 35 <6개의 무반주 남성 합창곡, Sechs Stücke>는 무반주 남성

합창곡으로 처음으로 음악 구조의 밑바탕에 12음 기법을 두지 않은 곡이

다.33)

제 4시기, 1936 – 1951

제 4시기는 1936년부터 쇤베르크가 일생을 마감하기 전까지의 시기

로, 쇤베르크가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한 시

기이다. 그는 미국에서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창작 의욕을 보

여주었다. 자유를 찾아 떠난 미국에서 그는 종전의 무조성 음악과 12음

기법을 중심으로 하는 작품 경향에 더불어 조성적 색채를 더해 더욱 넓

은 차원의 작품을 작곡하였다. 특히 <시편 130편>, <현대 시편,

Moderner Psalm>, <모세와 아론, Moses und Aron>등 종교적 텍스트

를 인용하여 쓴 작품은 물론 <바르샤바의 생존자, A Survivor from

Warsaw>를 통해 그의 말년에 그의 관심이 인간적이고 정신적인 주제로

옮겨갔음을 알 수 있다. 선택적인 조성적 요소의 운용과 더욱 세밀하게

세공하여 사용하는 12음 기법 등, 그의 작곡법은 말년에 이르러 이러한

주제를 표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30) Ibid. p. 121.
31) Schöberg, Arnold (1984). Stein, Leonard (ed.). Style and Idea. Black, Leo

(translator).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244, 5.
32) Denis Stevens :　A History of Song, p. 263.
33) 세광 출판사, 최신 명곡 해설 전집, No 26,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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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시기에 쇤베르크는 엄격한 12음 기법으로 쓰인 작품, 12음 기법

과 조성을 혼합한 작품과 조성에 근거해서 쓰인 작품 모두를 작곡했다.

엄격한 12음 기법으로 쓰인 작품에는 <현악 4중주 제4번, String

Quartet, Op. 37>, <바이올린 환상곡, Phantasy, Op. 47>이 있고 조성과

12음 기법은 혼합한 조성의 재창조 음악으로는 <나폴레옹에 대한 오드,

Ode to Napoleon, Op. 41>, <피아노 협주곡, Piano Concerto, Op. 42>,

<바르샤바의 생존자, A Survivor from Warsaw, Op. 46> 작품이 있다.

조성에 근거하여 쓰인 작품으로는 <주제와 변주곡, Theme and

Variations, Op. 43>이 있다.34)

다음 <표 5>는 제 4시기에 작곡된 성악 작품 목록이다.

<표 5> 제 4시기 성악 작품 목록

Op. 39 <콜 니드레, Kol Nidre>는 오케스트라 반주의 독창과 합창

이 함께 등장한다.

Op. 41 <나폴레옹에 대한 오드, Ode to Napoleon>은 말하는 이와

현악 4중주, 피아노를 위한 곡으로 12음 기교가 매우 자유롭게 다루어져,

34) 음악 대사전 편집 위원회, 음악 대사전, p. 774.

작품명 작품 번호 작곡 년도

콜 니드레 (Kol Nidre) Op. 39 1938

나폴레옹에 대한 오드 (Ode to Napoleon) Op. 41 1942
바르샤바의 생존자

(A Survivor from Warsaw) Op. 46 1947

3개의 가곡 (Drei Lieder) Op. 48 1933

3개의 민요 (Three Folksongs) Op. 49 1948

3천년 (Dreimal, tausend Jahre) Op. 50a 1949

시편 130편, 깊은 연못에서 (De profundis) Op. 50b 1950

현대 시편 (Moderner Psalm) Op. 50c
1950,

(미완성)

모세와 아론 (Moses und Aron) 작품번호 無
1930–1932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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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적인 것을 느끼게 한다.35)

Op. 46 <바르샤바의 생존자, A Survivor from Warsaw>는 내레이

터를 위해 쓰였는데, 대 편성의 관현악 반주와 유니즌의 남성 합창이 더

해져 있다. 쇤베르크가 직접 가사를 썼으며 유대인 학살을 다룬 내용으

로 실제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에 학살되어가는 유대인이 일제히 헤브루의 성가를 노래 부르기

시작하는 부분은 커다란 감명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대목은 유니즌의 남

성합창이 히브리어로 노래한다. 곡은 완전한 12음 기법에 의해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36)

Op. 50a <3천 년, Dreimal, tausend Jahre>는 무반주로 된 혼성 합

창곡이다.

Op. 50b <시편 130편, (깊은 연못에서), De profundis>는 시편 130

편을 가사로 한 6성의 무반주 혼성 합창곡이다.

Op. 50c <현대 시편, Moderner Psalm>은 쇤베르크가 직접 작사한

것으로 미완성으로 된 곡인데, 형태가 없는 신과의 대화나 자문자답하는

형식이 주목할 만하며 유대교로서의 신념을 느낄 수 있다.37)

작품 번호가 없는 <모세와 아론, Moses und Aron>은 쇤베르크가

남긴 4개의 오페라 작품을 중 하나이다. 대본은 독일어이고 구약성서의

「출애굽기」를 소재로 하여 쇤베르크 자신이 직접 쓴 것이 특징이다.

이제까지 쇤베르크의 4개의 시기별 성악 작품들을 간략히 살펴보았

다. 정리하자면 제 1기는 연가곡이 많고, 제 2기는 무조성을 기반으로 하

는 표현주의 곡들, 제 3기는 합창곡, 제 4기는 종교곡이 많이 작곡되었음

을 알 수 있다.

35) Barbara Meister : An Introduction to the Art Song, p. 180.
36) 세광 출판사, 최신 명곡 해설 전집, No. 26. p. 133.
37) Denis Stevens :　A History of Song, p.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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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슈테판 게오르게(Stefan George)

독일의 가장 유명한 상징주의 시인인 슈테판 게오르게(1868-1944)는

1868년 독일의 뷔데스하임(Büdesheim)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포

도원을 운영함과 동시에 여관 관리자로써 부유하였고 그의 어머니(Evar)

는 가정주부였다. 게오르게는 어릴 때부터 어학에 재능을 보였으며, 1888

년 다름슈타트(Darmstadt) 고등학교를 졸업 한 후, 영국, 프랑스, 이탈리

아에서 문학과 미술을 배웠다. 1889년에 파리에서 말라르메(Stephane

Mallarmé, 1842-1898)38),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 1921-1967)39)와

베를렌(Paul Verlaine, 1844-1896)40) 등 프랑스 상징파 시인들을 사귀어

상징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1889년 프랑스의 상징파 시인 말

라르메와의 접촉은 그의 “예술을 위한 예술”의 근본 태도를 결정짓게 했

다. 1892년, 그의 나이 20대 시절에 시집 <알가발(Algabal)>을 발표하며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또한 독일 문단에 예술 지상주의 운동을 일으킨

후, <Die Blätter für die Kunst>라는 문학잡지를 창간하고 편집하여 자

연주의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그는 독일의 베를린, 뮌헨, 하이델베르크 등을 오가며 문학 및 학술

단체인 “게오르게 일파(George-Kreis)”를 만들었다. 이 단체에는 당대의

유명하고 젊은 작가들로 알려진 프리드리히 건돌프(Friedrich Gundolf,

1880-1931)와 루드비히 클라게즈(Ludwig Klages, 1872-1956)와 함께했

다. 그들은 문화적인 것을 공유하는 것 이외에도 정치적인 주제를 토론

하였다. 이 단체에서 발행되는 간행문 <예술회보(1892-1919)>의 목적은

쇠퇴하고 있던 독일 문어(文語)를 부흥시키는 것이었다.

38) 19세기 프랑스의 상징파 시인.
39) 프랑스의 상징파 시인으로 프랑스 상징시의 선구자가 되었다.
40) 프랑스의 서정 시인으로 말라르메와 함께 상징파의 대표 시인이 되었고, 우아한

형식과 미묘한 시풍의 명작을 발표한 독특한 시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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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오르게는 1920년대의 독일의 문화, 특히 부르주아적인 사고방식과

독일 문학의 현실주의적인 경향에 반기를 들고 고대의 교회 의식을 경멸

했다. 그는 이러한 흐름 속에 “형식”을 이상적인 것으로 제시하여 그의

시구 또한 형식적이고, 어조는 서정적이며, 언어적으로는 종종 난해하게

접근했다. 그는 시의 목적이 현실의 대체물이라고 믿었고, 그의 시적 경

향은 프랑스 상징주의 스타일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게오르게의 시는 제 2 빈 악파에게도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아놀트 쇤베르크는 상징주의적인 게오르게의 시를 이용하여 많은

작품을 작곡하였다. 또한 쇤베르크의 제자인 안톤 베베른 (Anton von

Webern, 1883-1945) 또한 게오르게의 시를 기초로 하여 합창곡과 성악

가곡 작품에서 많이 사용하였다. 베베른은 그의 초기 합창 작품에서 게

오르게의 시의 구절을 이용하여 작곡하였고 그 뒤에 작곡된 성악 가곡들

에서도 게오르게의 시를 사용하였고 그가 사용한 게오르게의 가곡들은

섬세하고 아름다운 시들 위주로 사용되었다. 게오르게의 시는 그들에게

작곡에 대한 영적이고 지적인 동기가 되어, 그들의 작품 세계에서 전통

적인 구조와 양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는 것에 훌륭한 밑

받침이 되었다.

게오르게의 대표 시집으로는 <찬가, Hymnen(1890)>, <순례행,

Pilgerfahrten(1891)>, <알가발, Algabal(1892)>, <영혼의 일년, Das

Jahr der Seele(1897)>, <삶의 융단, Der Teppich des Lebens(1899)>,

<제 7륜, Der siebente Ring(1907)>, <약속의 별, Der Stern des

Bundes(1914)>, <새 나라, Das neue Reich(1928)> 등을 꼽을 수 있는

데, 이 중 <알가발>이라는 시집의 제목은 로마의 황제 엘라가발루스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 작품들은 초기의 회의적인 자기성찰로부터 새로

운 사회의 지도자에 대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기까지의

그가 겪었던 정신적인 성숙 과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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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오르게는 1902년 뮌헨에서 자신이 추구하던 인품과 영혼의 충만함

을 지닌 아름답고 재능있는 소년 막시민(Maximilian Kronberger,

1888-1904)을 만났다. 소년이 죽은 뒤 그는 그 소년이 자신의 신이었다

고 하면서 후기 시를 통해 소년을 찬미했고, 〈막시민 회고록, Maximin,

ein Gedenkbuch,(1906)에서 소년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설명하기도 했

다.

게오르게의 초기 작품은 자연주의적 예술관에 반기를 들고, 순수한

언어예술에 입각하여 예술지상주의적인 작품을 썼으나, 말년에는 예언자

적 경향을 나타내었다. 1914년 세계 대전이 시작 될 때, 그는 독일에 대

한 슬픈 종말을 예언했고, 1916년에 비관적인 시인 <전쟁(Der Krieg)>

을 썼다. 게오르게는 당대 시대에 대해 혹독한 비평가였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와 독일 모더니즘 사이의 중요한 매개자였다. 그는 시적인 미터법,

구두점, 모호한 암시, 활자법을 실험적으로 사용하였다.

게오르게의 마지막 시집인 <새 나라, Das neue Reich, 1928)>의 제

목은 나치즘에 물든 것으로 간주되어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에서

금지 되었다. 그러나 게오르게는 <새 나라>와 1922년에 쓰여진 <비밀스

런 독일(Geheimes Deutschland)>작품을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

(Claus von Stauffenberg, 1907-1944)에게 바쳤는데, 그는 1944년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음모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게오르게는 1933년 나치즘의 집권에 강력히 반대하여 독일을 떠나

스위스로 망명하여 같은 해 1933년 12월 4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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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분석

1) “공중정원의 책

(Das Buch der hängenden Gärten) op.15”

“공중정원의 책, (Das Buch der hängenden Gärten) op.15”은 쇤베르

크의 제2기 표현주의와 무조작품의 시기의 작품으로 1908년에서 1909년

사이에 작곡되었고, 1910년 1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초연되었다.

“공중정원의 책”은 쇤베르크가 평소에 작품세계에 대해 동경하고 좋

아하던 슈테판 게오르게가 1895년에 발표한 시집을 사용하여 작곡 되었

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조지(게오르게) 가곡집, George Lieder)”이라고

도 불린다. 쇤베르크는 게오르게의 표현주의 시들을 이용하여 복잡해진

성악 작법과 음악적인 짜임새들을 표현했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조성의

기본 질서가 무너졌고, 20세기 성악 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

다.41)

이 가곡의 가장 큰 특징은 가곡에서 보편적으로는 피아노 파트가 성

악파트에 종속된 반주의 역할을 해온 것과 달리 비교적 분리되고 독립하

였다는 것이다. 이 작품의 화성적인 특징으로는 4도 구성 화음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쇤베르크는 1911년에 출판한 <화성학

(Harmonielehre)>42)에서 이 시기에 4도 구성 화음에 주목하던 이유와

무조 음악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이 시집의 각 시들은 명확한 주제에 의해 연결되지는 않지만, 제목

과 같이 공중에 떠 있는 비현실적인 정원 풍경을 통해 사랑, 이별, 배반

41) 형설출판사, Song 예술가곡의 스타일과 문헌에 대한 총서, 하권, Carol Kimball

著, 채은희 譯
42) 1922. Harmonielehre, third edition. Vienna: Universal Edition. (Originally

published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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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룬 사랑의 이야기들이 모여진 것이다. 이 시집이 쓰인 시기에 쇤베

르크가 집중했던 무조 음악 양식은 긴장과 이완으로 해결되어지는 조성

안의 화성적 맥락이 아니라 불협화의 대비, 음 소재 자체의 조직적 구성

등으로 인해 중의적이며 긴장감이 만들어지는 음색을 만들어냄으로써 작

품 안에서 시의 비현실적인 묘사와 더불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쇤베르크는 게오르게의 시 31편중에 15편의 시만 선택하여 작곡하였

다. 음악이 붙여진 시들은 비교적 짧은 길이의 시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총 15곡 중 절반 이상이 곡들이 연주하는데 30초에서 1분 정도의 길이밖

에 되지 않는다. 쇤베르크는 불필요한 장식과 수사를 음악에서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작품에서도 짧은 길이와 간결한 표현을 통해 그의

생각을 잘 드러냈다.

또한 그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문화와 예술협회(Verein für

Kunst und Kultur) 콘서트에서 이 곡이 자신에게 준 의미를 이렇게 말

하였다.

“공중정원의 책은 나에게 특히 획기적이었다. 이 특별한 작품에서 나

는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결실의 새로운 목소리를 찾아냈다.”

“슈테판 게오르게(Stefan Anton George, 1868-1933)의 가곡집으로

나는 몇 해 동안 나에게 붙어 다녔던 표현적이고 형식적인 이상(Ideal)에

접근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다. 이제까지 나는 그것을 실현하는 힘과

자신감을 잃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결정적으로 이 길을 내딛게 된 것이

며 나는 지나가 버린 미학의 인면을 끊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 그래

서 나는 내게 있어 확실하다 생각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반대도 예상하고 있다.”43)

43) Rene Leibowitz : 쇤베르크와 그의 악파, 최동선 역,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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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쇤베르크는 이 “공중정원의 책”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가

지고 있었다. “공중정원의 책”을 통해 쇤베르크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고

이 작품은 그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

총 15곡으로 구성되어있는 이 가곡집 중 본고에서는 4개의 곡 제 1,

3, 7, 14번곡을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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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분석

(1) 제 1번

Unterm Schutz von dichten Blättergründen /

수많은 초록색 잎으로 둘러싸인 곳.

(1-1) 시의 원문 및 번역

Unterm Schutz von dichten Blättergründen,

Wo von Sternen feine Flocken schneien,

sachte Stimmen ihre Leiden künden,

Fabeltiere aus den braunen Schlünden Strahlen

in die Marmorbecken speien,

draus die kleinen Bäche klagend eilen,

kamen Kerzen das Gesträuch entzünden,

weiβe Formen das Gewässer teilen.

수많은 초록 잎으로 둘러싸인,

별들로부터 고운 눈송이 내리는 곳,

고통의 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곳,

전설의 동물들이 갈색의 목구멍으로부터

반짝이는 침을 대리석 분지로 뱉어내는 곳,

그로부터 작은 개울들이 슬피 서둘러 흐르고,

무성한 덤불에 불빛을 밝히려 촛불들이 다가오고,

하얀색의 강들이 물을 나누는 곳.44)

44) 작품분석에 삽입된 시의 한국어 본문은 본인이 번역한 것으로, 시의 내용을 이

해하기 위하여 의역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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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작품 분석

이 곡은 텍스트의 흐름에 따라 마디 1부터 15의 중반까지, 마디 15

부터 마지막 23마디까지 총 2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두개의 섹

션은 텍스트의 내용에서 심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곳45)을 기점으로 나

뉘어졌는데, 첫 번째 섹션은 그로부터 또 다시 작은 두개의 부분으로 나

뉜다.46)

<표 6> 2개의 섹션으로 나뉨

45) 주요 시어 “Kerzen”(촛불)이 등장하는 문장
46) 두개의 부분은 같은 ‘장소’를 묘사하는 비슷한 성격의 두 문장을 나누어 표시한

것이다.

섹션 원문 구분점

A
a

Unterm Schutz von dichten Blättergründen,

Wo von Sternen feine Flocken schneien,

sachte Stimmen ihre Leiden künden,

‘곳’의 심상이 어둡고

조용하며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나타남a’ Fabeltiere aus den braunen Schlünden Strahlen

in die Marmorbecken speien,

B
draus die kleinen Bäche klagend eilen,

kamen Kerzen das Gesträuch entzünden,

weiβe Formen das Gewässer teilen.

‘개울’이 서둘러 흐르면

서 운동성이 부여되고,

불빛을 밝히는 ‘촛불’의

등장으로 심상의

대비적인 전환이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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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섹션의 첫 번째 부분인 a부분은 피아노의 주제적 동기의 반

복으로 시작하며 a’부분에서는 4도 구성화음의 사용이 빈번하고 더욱 드

러남으로써 프레이즈의 구분을 보여주고 있다.

<악보 1> 주제적 동기의 반복과 4도 구성화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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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는 성악파트에서도 나타나는데, a 부분의 마디 8에서 이

부분의 최저음인 B3으로 부터 시작하여, 이 음을 중심적으로 음정구조가

최고음인 A4까지 넓어지고, 두 번째 부분인 a’에서는 마찬가지로 B음이

지만 한 옥타브 위인 B4로 시작하여 마무리한다.

<악보 2> 음정구조가 넓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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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의 전주로 시작되는 a부분의 마디 1과 2는 이 곡의 주요 소재

를 제시하고 있다. 두 마디에 걸쳐 나타나는 멜로디는 F#1-D1, D1-F1의

장3도와 단3도, 그리고 E1-F#1, G#2-G2이 장, 단 2도로 구성되어 있다.

음정들의 나열인 이 멜로디의 리듬에는 8분 쉼표가 삽입되어 당김음을

만들면서 프레이즈에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악보 3> 당김음을 만들면서 프레이즈에 긴장감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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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과 2에 제시된 주요 음정 소재들은 피아노가 마디 8까지 전주

를 연주하는 동안 반복하여 등장한다. 마디 3에 그대로 반복된 주요 음

정 소재 장, 단 3도는 앞의 마디 2에서 2도 간격씩 움직인 반면, 마디 3

에서는 증5도 도약하여 C#3-A#3의 단3도로 확장되고, 이러한 도약은 곧

바로 마디 4부터 마디 6의 도입까지 Eb1-F1, F1-Db1, Db1-C2, Eb1-E2

음까지 장2도, 장3도, 장7도, 단 9도로 점차 확대된다. 이러한 음정의 확

대를 통해 도달한 E음은 음가가 2배로 확장된 F#-D-F-E가 마디 8에서

다시 반복되는 동안 지속된다.

<악보 4> 음정 소재가 반복되며 음정과 음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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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분의 성악파트가 시작되는 마디 8은 성악파트의 중심음 B3으로

시작하여 점차 음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은 텍스트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처음 소개하는 곳으로 가장 낮은 음이 반복되어져 사용되었고

ppp로 지시되어 더욱 은밀하고 속삭이듯이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

서 성악가는 말하는 듯한 어법으로 노래하고 리듬의 구분과 음정의 넓이

가 보다 잘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때 피아노에서는 반복되는 E3 음이 반음들로 장식되며 변주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주는 해당 부분의 시가 ‘수많은 초록색 잎’으로 둘러쌓

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부딪히는 반음들의 음향적 효과로 시어를

표현하고 있다.

<악보 5> 피아노 E3 음이 반음들로 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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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8로부터 변주되어 반복되다가 B-C의 단 2도가 부가된 E의 그

룹은 마디 11에서 한 옥타브 올라가 반복되고 마디 12에서 반음계적으로

반진행하는 모습을 띄면서 프레이즈를 반종지 한다. 특히 마디 11에서 1

2에 걸쳐 왼손에 나타나는 이 화음진행은 마디 13과 14, 15까지 반복되

고 있는데, 이 화음은 마디 15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성질인 단3화음이

나타나며 종지를 맺고 곧 다음 프레이즈의 중요 음인 G#으로 프레이즈

가 완전히 시작된다.

마디 8부터 제시된 중요 음 E3이 반복되는 동안, 마디 10에서 마디

14까지는 4도 구성화음이 반복하여 나타난다. 마디 10의 끝부분에서 시

작되는 이 4도 구성화음은 펼침 화음의 형태로 반복되는데, 중간 음에

장2도의 부가음이 아래로 붙으면서 음색적 효과와 리듬적 흥미(상대적

약박인 두 번째 음에 장2도가 붙으므로)를 만들고 있다.

<악보 6> 4도 구성화음은 펼침 화음의 형태로 반복되는데, 부가음이 붙으면서 음색적

효과와 리듬적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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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성부의 마디 10의 Sternen(별들)은 단 7도의 도약에서부터의 D3

까지의 하강은 별들에서부터 고운 눈송이가 내리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서 St의 발음을 더 앞에 붙여 “슈”의 발음을 더욱 명확하게 내뱉는다.

feine(고운, 정제된)의 부분은 하강하는 음으로써 강조하지 않고, 다음 중

요 가사인 Flocken(눈송이)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한다. 이 부분의 당김

음 리듬을 사용하면 ck의 발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연주 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악보 7> 발음과 당김음 리듬을 사용하여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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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1에서 12로 넘어갈 때에는 이 4도 구성화음 요소가 반복되고

있는 E음소재 보다 높은 음역으로 올라가면서 음색적인 반전을 일으키

고 있으며 마디 12에서 마디 13까지 반음계적인 장식음, 장식 선율과 함

께 D6부터 B3까지 넓은 음역을 4도 구성화음을 펼침 화음으로 내려오면

서 확장된다. 오른손에서 E소재가 낮은 음역에서 반복되는 동안 앞서 마

디 10에서 처음 제시됐던 4도 구성화음이 또다시 고 음역과 저 음역을

넘나들며 반음계적으로 반복 되는 동안 상대적으로 정적인 E소재의 리

듬에 비해 짧은 음가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운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반복되는 짧은 음가의 음형과 넓은 음역을 왕복하며 형성되

는 운동성은 가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부분의 가

사가 고통스런 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악보 8> 4도 구성화음이 고 음역과 저 음역을 넘나들며 반음계적으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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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성부 마디 11과 12에서 중요한 단어는 “Stimmen”과 “Leiden”이

다. 이 두 단어는 동일음인 Ab4로 되어 있으며 각 단어를 강조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이 연주법을 제안한다. 마디 11의 G#과 Ab은 이명동음이지

만 다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Ab이 쓰인 “Stimmen”(소리, 목소리)의 S

t(슈) 부분에 다시 한번 강세를 두어 단어의 의미를 표현해준다. 피아노

성부의 다이나믹 pp와 espressivo를 살리기 위해 크기는 작되 발음을 이

용하여 표현적으로 연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디 12의 “Leiden”은 고

통, 수난을 의미하므로 rit.과 당김음 리듬을 이용하되 강하지 않게 표현

한다. 또한 4번째 박의 4분 쉼표 부분의 피아노 성부의 반음계적인 장식

으로, 장식선율과 함께 4도 구성화음을 펼침 화음으로 확장되는 부분은

곡의 표현에 중요하므로 4분 쉼표를 유의하며 지킨다.

<악보 9> 가사의 강세와 당김음 리듬을 이용하여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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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5의 마지막 박에서 제시되는 G#3은 다음 부분의 주요소재이

다. 피아노에서 처음 제시되는 이 G#3은 마디 16에서 장2도 하행, 마디

16의 마지막 박에서 증6도 하행하면서 왼손에서 다시 반복되는 4도 구성

화음으로 반음계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는데 이 때 이어진 4도 구성화음은

앞서 마디 10부터 반복되던 4도 구성화음의 수직적 결합형태 이다.

반면 피아노에서 먼저 반복되며 두개의 섹션을 이어준 G#3음은 마디

17에서 성악성부의 최고음으로 다시 등장한다. 이 음은 강조되기 위해

중요한 단어“Kerzen”(촛불)의 강세와 긴 음가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선 두 박이 당김음으로 처리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센 강박에 오도록

설계되어있다.

<악보 10> 4도 구성화음의 수직적 결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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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 성부 마디 17 부분의 나타냄 말 etwas drängend(약간 재촉하

며, 독촉하며, 몰아가듯이)는 “무성한 덤불에 불빛을 밝히려 촛불들이 다

가오고”의 가사 뜻을 위해 작곡가가 음역의 확장을 사용하였으므로, 성

악 연주가는 최고음인 G#부분에서 K의 발음은 앞으로 붙이고 호흡의 중

심은 아래로 두어 깊은 울림으로 소리 낸다. 마디 18은 가사의 단어 구

조에 의해 악보 11과 같이 그룹 1과 2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각 그룹에서

강세가 붙는 음절은 상대적으로 제일 긴 음가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그

룹 2의 시어 “entzünden”(불붙이다)의 경우 당김음의 리듬과 도약하는

단 3도 음정이 가장 높은 음인 F4로 도달하면서 의미와 구조를 효과적

으로 전달한다. 이를 표현 하기위해 “ü” 발음을 이용하여 강세를 “zün”

에 두고 끝까지 긴장을 놓치 않은 상태로 마지막 박의 F4와 A4의 단 6

도의 하강하는 부분을 마무리 한다.

<악보 11> 가사의 단어 구조에 의해 그룹 1과 2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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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7에서 반복, 강조된 G#3은 단3도 간격인 E#으로 이어지는데

이 음정의 반복은 성악성부와 동시에 피아노성부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난

다. 마디 17에서 성악성부의 멜로디를 따라 장식하던 피아노의 화음은

마지막 부분에서 G#-E#음들을 다양한 음역에서 반복하기 시작 하는데,

마디 17의 후반부부터 8분 음표씩 밀린 강박이 리듬적인 흥미를 일으키

며 음악과 텍스트의 고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음가의 변화는 앞서 마디 1에서부터 마디 8까지 주요소재를

다룬 리듬적 운용을 다시 이용하여 종지감을 형성하도록 돕고 있다. 앞

서 마디 19에서 가장 긴 음가로 반복된 G#-E#의 단 3도는 마디 23까지

음역을 점차 아래로 확장하며 전개되는데 마지막 마디 22에서 23에는 이

단 3도를 또다시 단3도 올린 B-G#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악곡의 전체적

인 종지를 만들게 된다.

<악보 12> 주제적 음정 요소가 재현, 반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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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파트 마디 19의 나타냄 말은 “wieder beruhigend”(다시 안정된,

진정된)이다. 이 부분에서 피아노 파트는 왼손 베이스 성부의 음역이 아

래로 확장됨과 동시에 음가도 확장되고 있다. 특히 마디 19의 왼손은 이

악곡에서 매우 많이 발견되는 당김음 형태의 리듬이 사용되어 있는 것에

반해 성악파트는 이 부분에서 박절적인 음가 분할로 8분 음표 4개의 리

듬이 나타난다. 이러한 리듬의 차이가 잘 드러나도록 성악 연주시에는 8

분 음표 리듬이 빨라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악보 13> 피아노 파트 베이스 성부의 음역과 음가가 아래로 확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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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7과 18의 E#과 F, 마디 19의 첫 음정인 A4는 전 마디의 마지

막 음정과 같으므로 마디 18과 19의 8분 쉼표는 잠깐 멈추는 듯 가볍게

호흡하여 이어지는 느낌으로 연주한다. 성악성부의 주요 음 소재는 피아

노에서 소개된 것과 마찬가지로 장, 단 3도와 장, 단 2도이다. 선율이 전

개됨에 따라 이 음정들은 전위되기도 하며 반음계적 순차진행이 붙여지

기도 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시어의 강세나 가사의 내용 전개에

따라 유동성 있게 이루어진다.

<악보 14> 8분 쉼표는 잠깐 멈추는 듯 가볍게 호흡하여 이어지는 느낌으로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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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2와 23에 걸쳐 오른손에서 제시되는 화음들은 앞서 언급한 것

과 마찬가지로 수평적 측면에서는 주로 반복된 G#-E#과 같은 단3도(B-

G#)인 반면, 수직적인 구조는 3도 구성화음인 9화음과 비엔나 4도로 일

컬어지는 4도 구성화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개의 화음은 3도 구성

에서 4도 구성으로 음정들의 간격이 넓어지므로 음정의 확대가 일어남과

동시에 불협화의 정도가 더 강해져 강한 종지적인 효과를 만들고 있다.

<악보 15> 음정의 확대가 일어남과 동시에 불협화의 정도가 더 강해져 강한 종지적인

효과



- 40 -

마디 8에서 시작되는 성악성부는 모티브에서 제시된 장, 단 3도를

수평적으로 나열, 반복하면서 진행되는데 이는 마디 12-15에서 장, 단3

화음으로 확대되어 사용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쇤베르크는 이 작품을 통해 시의 중요한 단

어들을 여러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주로 쉼표를 이용한 리듬의 반복

을 통한 강박 조절과 반음계적인 연결로 인한 강세 부여, 비화성음(주로

전타음)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되 음색적으로 새롭게 들리

도록 하였다.

<악보 16> 장, 단3화음으로 확대되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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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은 전체 23마디로 비교적 짧은 길이이지만 음소재의 운용에 따

라 앞서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마디 1-16, 마디 17-23) 성

악성부의 경우 앞부분과 달리 뒷부분인 마디 17-20에서 프레이즈 마다

끝 음들을 연결하여 이어지므로 크게 한 프레이즈로 연결될 수 있다.

<악보 17> 프레이즈 마다 끝 음들을 연결하여 이어지므로 크게 한 프레이즈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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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3번

Als Neuling trat ich / 나는 미숙한 사람으로서 들어섰지요.

(2-1) 시의 원문 및 번역

Als Neuling trat ich ein in dein Gehege;  

Kein Staunen war vorher in meinen Mienen,

Kein Wunsch in mir,

eh ich dich blickte, rege.

Der jungen Hände Faltung sieh mit Huld,

erwähle mich zu denen, die dir dienen

und schone mit erbarmender Geduld

den, der noch strauchelt auf so fremdem Stege.

나는 미숙한 사람으로서 당신의 품안에 들어섰지요;

그 전의 내 얼굴에는 어떤 놀라움도 없었고,

내 안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었지요.

당신을 바라보고 난후, 마음에 동요가 일기 전까지.

깍지를 꼭 쥔 내 어린 손을 애정으로 바라보시어,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자로 나를 선택해주세요.

또한 내가 익숙지 않은 길에서 발을 헛디디면

측은히 여기어 인내로 보살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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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품 분석

이 곡은 <악보 18>에서와 같이 성악 성부의 마디 1을 주요 소재로

활용하는 a 부분과 그와 대비되는 성격을 가진 마디 7부터 b 부분이 반

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악보 18> a 부분과 그와 대비되는 성격을 가진 b 부분이 반복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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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는 <표 7>에서와 같이 시에서 화자가 선망하는 대상인

‘당신’에게 ‘애정’을 갈구하기 전후로 나뉘는 심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

다. 즉, 심상이 변하기 전은 a부분, ‘당신’을 향해 노래하는 부분은 b부분

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a부분의 성악선율들이 비교적 순차

적이고 b부분의 성악선율들이 비교적 도약을 많이 포함하는 것에서도

발견된다. 따라서 성악성부는 시적 화자의 심상 변화와 음악적 변화를

모두 인지한 상태로 음정의 미세한 간격을 연주해야 한다.

<표 7> 2개의 부분으로 나뉨

부분 원문 구분점

a
Als Neuling trat ich ein in dein Gehege;  

Kein Staunen war vorher in meinen Mienen,

Kein Wunsch in mir,

eh ich dich blickte, rege.

화자가 ‘당신’을

바라보기 전까지의

시점을 설명하고 있음

b
Der jungen Hände Faltung sieh mit Huld,

erwähle mich zu denen, die dir dienen

und schone mit erbarmender Geduld

den, der noch strauchelt auf so fremdem

Stege.

‘당신’에게 애정을

갈구하기 시작하며

심상의 전환이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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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분은 ‘당신’에게 당신을 만나기 전의 마음을 고백하는 부분으로

pp의 다이나믹과 함께 말하는 느낌으로 미세한 음정의 차이를 강조해야

한다. 이 부분은 특히 이 곡에서 낮은 음역의 반복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때 발음의 변화에 유의하며 음에 붙은 악센트를 이용하여 자음을 강

조하여 표현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마디 8의 피아노 부분의 다이나믹

espressivo와 성악부분의 warm을 표현하기 위해 첫 음 G4에 강세가 가

지 않도록 가볍게 힘을 빼고 연주한다.

<악보 19> 첫 음 G4에 강세가 가지 않도록 가볍게 힘을 빼고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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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의 성악 성부는 피아노의 오른손 성부에서 장, 단 3도로 구성

된 화음에 의해 장식되고 있는데, 이때 피아노의 왼손 성부는 저 음역

성부를 담당하면서 4도 구성 화음의 구성음을 연주하고 있다. 따라서 피

아노의 오른손과 왼손이 별개의 성부로 나뉘게 되고 이 짜임새는 마디 7

에서 b 부분이 등장할 때까지 지속된다. 마디 4에서는 a 부분이 반복되

는 과정에서 마디 1과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에 덧붙여져서 G4-B4-D#5

의 증3화음이 앞뒤로 다른 종류의 3도 7도 화음들이 붙어서 새로운 소재

로 확대되었다. 이후 마디 6의 피아노에서 펼침 화음으로 음향적 장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디 1에서 성악과 피아노의 오른손은 서로 같은 선율을 같은 음역

에서 연주하고 있다. 마디 2와 3에서 피아노는 여전히 반복을 지속하는

반면, 성악성부는 마디 2에서 마디 1의 두박을 생략한 뒷부분을 확장하

여 반복하고(f3이 길어짐) 마디 3에서는 기존 선율이 못갖춘마디처럼 강

박구조가 바뀌어서 변화하고 있다. 두 성부가 이처럼 한 성부는 변화하

고, 한 성부는 반복하면서 두 성부의 독립이 일어나고 성악성부의 독립

성 때문에 가사의 전달이 보다 효율적이다.



- 47 -

<악보 20> 성악과 피아노의 오른손은 서로 같은 선율을 같은 음역에서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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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7부터 등장하는 단 9도(F#-G) 음정은 여러 번 반복되며 강조되

고 있는데 <악보 21>에서와 같이 b 부분은 옥타브로 펼쳐진 단 9도 음

정과 곧바로 이어 등장하는 3도 구성 화음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악보 21> 옥타브로 펼쳐진 단 9도 음정과 3도 구성 화음 부분.

마디 7에서 수직적으로 반복되는 단9도 음정은 마디 8부터 마디 13

의 성악성부에서 단2도 음정의 반복으로 나타난다. 수직적인 넓이를 가

지고 반복된 피아노성부와 마찬가지로 성악성부는 이 반복을 통해 긴장

감을 수평적으로 연장하고 고조시키며 연주한다. 이런 요소들은 마디 8

에서 4도 구성 화음으로 종지되는데 <악보 22>에서 보이듯 3도 구성 화

음으로부터 4도 구성 화음으로의 진행은 이미 마디 1에서 a 부분의 화음

소재 구성에 나타난 바 있다.

<악보 22> 4도 구성 화음으로 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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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악보 23>은 b 부분의 반복을 비교한 것이다. 동일하게 반복

되어 나타나는 b 부분의 앞 단 9도는 마디 9, 마디 16에서 다시 나타나

며 이는 마디 17에서 장 9도로 확대되고, 하행하는 베이스에 의해 마디

18에서 단 10도로 또다시 확대된다.

<악보 23> b 부분의 반복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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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6에서부터 b부분의 G옥타브 음이 피아노에서 다양한 화음의

수반을 통해 수직적으로 강조되며 반복 될 때, 성악성부에서는 G음을 중

심으로 주변 음들이 순차적으로 피아노파트에 비교하여 볼 때 긴 음가로

강조되며 나타난다.

<악보 24> G음을 중심으로 주변 음들이 순차적으로 긴 음가로 강조되며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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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에서는 반복된 b 부분의 음정 소재와 부가된 화음 요소들

을 비교한 것이다. 마디 7의 b 부분은 마디 8로 가면서 4도 구성 화음으

로 종지되었는데 이 부분은 마디 9에서 3도 구성 화음의 믹스쳐들이 길

어져 반복되고 있다. 이런 반복은 마디 11에서 a 부분이 재현되면서 a

부분의 3도 구성 화음 소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돕는다.

마디 11의 피아노 성부는 리듬의 세분화와 반복되는 음정 소재의 사

용으로 극적으로 고조되는 분위기를 표현하는 반면 성악성부에서는 계속

되는 4분 음표로 이루어진 리듬을 통해 점진적인 상행진행이 요구된다.

이 부분의 나타냄 말 “flieβender”(더 흐르듯이)를 표현하기 위해 4분 음

표들을 마치 테누토처럼 연주하되 발음의 자음은 앞쪽에 붙이고 모음이

연결되도록 하여 이 부분의 긴장감을 표현한다.

<악보 25> 3도 구성화음의 믹스쳐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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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마디 16에서 재현된 b 부분은 <악보 26>에 나타나듯 3도 구성

화음이 장 3화음과 단 3화음의 결합인 장, 단 3화음의 형태로 발전되어

b 부분의 마지막 반복인 마디 18에서 19마디로 넘어가면서 이윽고 4도

구성 화음으로 확대되고 있다. 3도 구성 화음에서 장, 단 3화음, 그리고

4도 구성 화음으로의 확대는 마디 1의 a 부분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으

며 위에 언급된 <악보 22>와 같이 마디 8의 b 부분 첫 종지에서도 보이

면서 전체적인 내적 연결성을 갖게 한다.

동일한 반주음형이 반복 되는 것이 아니라 소재의 반복, 변용으로

피아노성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반주의 역할을 수행한다. 성악성부에

서는 이러한 내적 통일성을 통해 반음계적인 성악선율을 보다 유기적으

로 연결할 수 있다. 피아노성부의 음역이 확장됨과 동시에 성악성부는

이 곡의 최고음인 Ab4의 등장으로 피아노와 함께 ff을 극적으로 표현해

야한다.

<악보 26> 3도 구성 화음에서 장, 단 3화음, 그리고 4도 구성 화음으로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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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9에서 절정을 맞은 이 곡의 흐름은 마디 20에서 마디 22까지

성악 성부를 통해 <악보 27>와 같이 성악 성부의 선율이 대칭적으로 나

타나면서 전체적 템포가 느려짐으로써 먼저 소종지를 맺고 있다.

마디 19부터 22까지 성악성부는 상대적으로 긴 음가를 가진 고음들

과 상대적으로 짧은 음가를 가진 저음들이 내재된 2성부의 짜임새로 서

로 대비되도록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비들을 음색적인 차이로 표현

할 수 있다. 고음과 저음이 번갈아가며 등장할 때마다 점차 멈추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리타르단도 한다.

<악보 27> 성악 성부의 선율이 대칭적으로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템포가 느려짐으로써

소종지를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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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0의 후반부에 나오는 피아노의 화음 요소는 <악보 28>에서

볼 수 있듯이 수직적으로는 4도 구성 화음, 수평적으로는 3화음의 펼침

화음으로 구성되어 악곡 전체에 걸쳐 사용된 주요 화음 소재인 3화음과

4도 구성 화음이 결합하여 나타난다.

마디 20-21로 넘어가는 “fremden” 부분은 피아노 부분이 수직, 수평

적으로 4도 구성화음을 갖고 있는 것에 반해 성악은 반음계적 순차진행

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두 성부의 차이점은 성악성부의 반음계 순차

진행이 좀 더 날카롭게 이어짐으로써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표현한

다. 반음계 순차진행이 단순 하행 진행이 아닌 호흡과 함께 연결되는 레

가토가 되도록 한다.

<악보 28> 수직적으로 4도 구성 화음, 수평적으로 3화음의 펼침 화음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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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악보 29>에서는 이 곡의 전체적인 종지가 나타나는 마디 22

부터 26마디까지를 보여준다. 표시된 것처럼 마디 1에서 나타난 a 부분

이 총 네 번 반복되고 있는데, 뒤로 갈수록 a 부분을 생략하며 마지막

마디 26에서 첫 두 화음의 음가를 길게 확대하며 종지감을 부여하고 있

다.

<악보 29> 마디 1의 a 부분이 총 네 번 반복되고 있는데, 뒤로 갈수록 a 부분을 생략하

며 마지막 마디 26에서 첫 두 화음의 음가를 길게 확대하며 종지감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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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7번

Angst und Hoffen / 불안과 희망

(3-1) 시의 원문 및 번역

Angst und Hoffen wechselnd mich beklemmen,  

meine Worte sich in Seufzer dehnen;

mich bedrängt so ungestümes Sehnen,

daß ich mich an Rast und Schlaf nicht kehre,

daß mein Lager Tränen schwemmen,

daß ich jede Freude von mir wehre,

daß ich keines Freundes Trost begehre.

불안과 희망이 나를 옥죄어오고,

나의 말들은 한숨 속에 퍼져나간다.

격렬한 그리움이 나를 엄습하고,

내 침대가 눈물로 범벅이 되어도

나는 휴식과 잠을 청하지 않고,

모든 기쁨을 거부하며,

어떤 친구의 위로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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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품 분석

7번의 주요 화음 소재는 증 3화음과 단 3도 믹스쳐, 완전 4도 혹은

증 4도의 결합으로 구성된 4도 구성 화음과 장, 단 3도 믹스쳐 등이다.

이 곡에서 빠르기말은 총 세 번 동안 점점 느려지는 템포로 바뀌며, 이

때 마다 음악의 섹션도 함께 나뉘고 있다.

다음 <표 8>은 섹션과 그에 따른 빠르기말, 구간, 시작하는 가사 등

을 정리한 것이다.

<표 8> 섹션과 그에 따른 빠르기말, 구간, 시작하는 가사

섹션 섹션 1 섹션 2 섹션 3

빠르기말
Nicht zu rasch

(너무 빠르지 않게)

Langsamer

(보다 느리게)

Sehr langsam

(매우 느리게)

마디 마디 1 - 6 마디 7 - 13 마디 14 - 19

시작

가사
Angst und Hoffen~

dass ich mich an

Rast~

dass ich keines

Freun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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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의 첫 줄은 이 곡의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위기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아래 <악보 30>과 같이 a와 b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아노에서 수직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의 주 소재 화음은 전주 부분

이 없이 성악에서는 수평적으로 펼쳐져 있다. 따라서 화음에 내재된 소

리를 성악에서는 음정과 선율로써 표현한다. 또한 D4-Gb3 (Angst,불안)

감 5도의 사용과 Eb4-Fb3 (Hoffen,희망) 장 7도 사용의 대비를 통해 가

사의 대조에 차이를 둔다.

<악보 30> a와 b 부분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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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과 2에 걸쳐 나타나는 주요 화음 소재 a와 b는 2/4박자로 변

박된 마디 3에서 마디 8까지 <악보 31>와 같이 축소, 확장되어 반복 제

시되고 있다.

<악보 31> a와 b는 2/4박자로 변박된 마디 3에서 마디 8까지 축소, 확장되어 반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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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2의 성악 성부는 <악보 32>과 같이 피아노에서 수직적으로

나타난 a 부분의 화음 요소를 펼친 형태로 나타난다. 이 부분은

D5-Eb5-Fb5의 윗 성부와 Gb3-Fb3-Eb3의 아래 성부가 서로 반진행하

며 음역이 확대되는데, 가사의 내용47)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불안감의 고

조가 잘 드러나고 있다.

반음계적으로 반진행하며 나타나는 선율의 확장은 가사를 직접적으

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선율 속에 내재된 2성부의 방향성이

잘 드러남으로써 가사의 전달이 더욱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악보 32> 윗 성부와 아래 성부가 서로 반진행하며 음역이 확대되는데, 가사의 내용에

서의 심리적 불안감의 고조가 잘 드러남.

47) Angst und Hoffen wechselnd mich beklemmen: 불안과 희망이 나를 옥죄어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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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에 나타나듯, 마디 1과 2에서 성악 성부는 겹박자인 6/8,

피아노 성부는 홑박자인 2/4를 사용하여 그 독립성을 유지하되 같은 2박

계 박자표를 사용하여 음악의 흐름을 같이 유지하고 있다. 마디 1-2까지

6/8로 된 성악성부의 리듬은 주요 단어인 “Angst”와 “Hoffen”의 단어의

강세를 더욱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게 하는데, (첫 음절에 가장 긴 음

가. 2/4의 붙점보다 더 길고 짧음이 확실하게 나타남) 마디 2의

“beklemmen”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어의 강세에도 가장 높은 음의 긴 음

가가 부여되었다.

<악보 33> 성악 성부와 피아노 성부가 같은 2박계 박자표를 사용하여 음악의 흐름을 같

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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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의 처음 부분에 제시된 이러한 독립성은 마디 3 이후부터 서

로 같은 박자표로 전환되지만, 각자의 방향성을 가짐으로써 유지된다. 피

아노의 방향과 매번 반진행하는 성악성부의 방향성은 두 성부간의 독립

적인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대비되는 방향성은 피아노 성부

에 지시된 다이나믹과 음역의 폭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악보 34> 마디 3 이후, 서로 같은 박자표로 전환되고, 각자의 방향성을 가짐으로써 성

부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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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성부의 마디 4의 “dehnen”(퍼지다, 늘이다) 부분에서 가사의 의

미 전달을 위해 작곡가 또한 G5-F#3(단 9도)를 사용하여 음을 확장하였

기에 성악 연주가 또한 그 부분에 유의하여 호흡을 더 확장시켜 늘리듯

이 연주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악보 35> 단 9도를 사용하여 음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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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의 주요 화음 소재인 a 부분의 구성은 증 3화음과 4도 구성 화

음이다. 이 중 4도 구성 화음은 마디 9의 피아노 성부에서 펼침 화음으

로 나타나는데 성악 성부에서 단어를 시작할 때에는 그 강세를 맞추기

위해 수직적인 화음의 형태로 다시 등장하고, 이후 펼침 화음으로 다시

풀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마디 9와 10에서 단어의 강세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피아노

의 주요 화음과 단어의 첫 음절이 함께 맞아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성악 부분의 “Tränen” 시작부분에서 F4-E5로 장 7도를 거쳐 옥타

브를 완성함으로써 단어의 강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성악

연주가 또한 이 마디의 최고음인 F에 강세가 들어가지 않고 “Trä”와

“schwem”부분에 강세를 두어 연주한다.

<악보 36> 4도 구성 화음은 피아노 성부에서 펼침 화음으로 나타나고 성악 성부 단어를

시작할 때 수직적인 화음의 형태로 다시 등장 후 펼침 화음으로 다시 풀어지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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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의 전체적인 종지는 주요 화음 소재인 a 부분의 반복으로 형성

되고 있다. 마디 14부터 시작되는 섹션 3에서 a 부분이 본격적으로 반복

되고 있으며, 피아노의 종지 화음 중 두 번째 화음의 최고 음과 동일한

Eb4음으로 성악 성부가 먼저 종지한다. 이후 피아노에서 반복되는 a 부

분은 마디 18에서 4분음표로, 마디 19에서 2분음표로 늘어나서 화음 소

재를 강조함과 동시에 종지감을 느끼게 한다.

<악보 37> 전체적인 종지는 주요 화음 소재인 a 부분의 반복으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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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14번

Sprich nicht immer von dem Laub /

낙엽에 대해 논하지 말라.

(4-1) 시의 원문 및 번역

Sprich nicht immer von dem Laub,

Windes raub;

vom Zerschellen reifer Quitten,

von den Tritten der Vernichter spät im Jahr.

Von dem Zittern der Libellen in Gewittern,

und der Lichter, deren Flimmer wandelbar.

낙엽에 대해 논하지 말라,

도둑의 바람이여,

한 해가 저물 무렵,

파괴자의 걸음에 산산조각이 난

잘 익은 모과나무에 대하여,

궂은 날씨 속에 떨고 있는 잠자리에 대하여,

그리고 가물거리는 연약한 불빛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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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작품 분석

이 곡에서는 앞서 분석한 제 3번과 7번에서 주요 화음 소재로 쓰였

던 3화음, 7화음, 4도 구성화음과 더불어 서로 다른 5도를 결합하여 5도

구성 화음이 새로 등장한다. 마디 1의 펼침 화음은 장 7도와 감 5도, 완

전 5도가 결합된 5도 구성화음의 펼침 화음이 나타나며 마디 2의 성악

성부에서도 발견된다. 피아노 파트에서 상행하는 방향성을 띈 음형이 성

악에서는 반대로 하행하는 방향성을 띄기 때문에 두 성부는 연결되는 느

낌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악보 38> 마디 1의 펼침 화음은 장 7도와 감 5도, 완전 5도가 결합된 5도 구성 화음의

펼침 화음이 나타나며 마디 2의 성악 성부에서도 발견



- 68 -

피아노 성부 마디 1의 세 번째 요소인 Bb5-A5의 단 2도 음정은 마

디 2에서 3, 마디 4, 마디 4에서 5에 걸쳐 음가가 확장되어 반복된다. 다

음 <악보 39>에서 보이듯 이 음정 소재는 마디 4와 마디 5의 성악과 피

아노 성부에서 반음계적 순차진행으로 연장되어 다시 사용되었다.

<악보 39> Bb5-A5의 반음은 마디 6과 마디 7에서 반음계적 순차진행으로 연장되어 다

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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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1의 장7도는 마디 4의 음형 1, 마디 5의 음형 2의 첫머리, 마디

5에서 나타나는 음형 3에 장, 단 9도로 확대되어 재현된다.

<악보 40> 마디 1의 장7도는 마디 4의 음형 1, 마디 5의 음형 2의 첫머리, 마디 5에서

나타나는 음형 3에 장, 단 9도로 확대되어 재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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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 성부의 마디 3에 사용된 증 3화음의 펼침 화음은 마디 7과 8에

피아노의 오른손 펼침 화음에서 다시 나타난다. 각 화음의 시작 음들 또

한 증 3화음의 구성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음 소재로 사용되면서 음

향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악보 41> 성악 성부의 펼침 화음은 피아노의 오른손 펼침 화음에서 다시 나타나며 각

화음의 시작 음들은 증 3화음 구성음들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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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8의 왼손의 피아노 성부 마지막 박자에서 시작되는 D2음은 마

디 9에서 C#1으로 가면서 마디 1의 장 7도를 장 9도로 확장하여 재현한

다. 곧이어 오른손에서 5도 구성 화음이 수직적 화음 형태로 나타나 다

시 반복된다. 이 반복은 마디 11에서 다시 일어나며 마디 1의 마지막 부

분 장 2도가 옥타브로 등장, molto ritardando와 함께 종지를 형성한다.

<악보 42> 마디 1의 장 7도를 장 9도로 확장, 재현하고 5도 구성 화음이 수직적 화음

형태로 나타나 다시 반복. 이 반복은 마디 11에서 다시 일어나며 마디 1의 마지막 부분

장 2도가 옥타브로 등장, molto ritardando와 함께 종지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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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디 9에 수직적 화음 형태로 구현된 5도 구성 화음은 성악 성

부의 “Licht”(빛)단어를 강조하기 위해 sfppp로 지시된 것으로 보이며 성

악 성부에서도 7도 도약하는 꾸밈음을 삽입하여 단어의 강조와 화음 소

재의 반복, 재현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악보 43> 마디 9에 수직적 화음 형태로 구현된 5도 구성 화음은 성악 성부의 “Licht”(

빛)단어를 강조하기 위해 sfppp로 지시된 것으로 보이며 성악 성부에서도 7도 도약하는

꾸밈음을 삽입하여 단어의 강조와 화음 소재의 반복, 재현을 동시에 사용



- 73 -

이러한 시어의 해석은 마디 5의 후반부, 왼손이 장, 단 9도를 분산하

는 부분에 해당하는 성악 성부의 시어가 “Tritten”(디딤, 걸음)에서도 잘

나타난다.

<악보 44> 마디 5의 후반부, 왼손이 장, 단 9도를 분산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성악 성부

의 시어가 “Tritten”(디딤, 걸음)에서도 잘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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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Das Buch der hängenden Gärten, 공중정원의 책 op.15”에서 쇤베

르크는 슈테판 게오르게 시에 나타나는 신비적인 분위기와 모호한 경계

를 비현실적인 풍경을 기반으로 하는 사랑과 이별을 다룬 시의 내용과

시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에 표현하였다.

시어가 암시하는 내용과 그것이 전개되는 과정에 따라 화음 소재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시와 음악이 더욱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쇤베르크는 우선 서양음악의 고전시대부터 낭만

시대의 조성 체계에서 사용되던 3도 구성 화음을 조적인 맥락으로부터

구별하여 무조성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도록 재정의 하여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화음을 새롭게 조직한 4도 구성화음을 사용하여 특징적인 음향과

의미를 갖도록 하여 시어의 표현을 드러나도록 하였다. 또한 화음간의

위계로 인해 생기는 조성적인 긴장의 해결을 피하고 장, 단 2도, 7도,

9도 등 상대적으로 부딪히는 소리 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앞서

언급한 화음 소재들과 함께 시의 구체적인 표현을 시도하였다. 또한

그는 당김음과 쉼표 그리고 많은 전타음을 이용한 비화성음들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쇤베르크는 악곡이 무조성을 가짐으로써 다소 약화된 화음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리듬소재의 운용 방식으로 보완하였다. 그는 전통적

방식에 통해, 단어의 의미와 중요도에 따라 반복하여 나타나는

리듬소재의 음가를 비례하여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확장 및

축소하였다. 또한 리듬의 순서와 길이를 역행함과 동시에 리듬요소 그

자체를 동기적으로 활용, 반복, 변용하여 작품이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게

하여 유기적인 연결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음악의 전개과정,

구조가 시의 구조와 맞물리도록 하여 텍스트와 음악의 직접적인 연결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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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쇤베르크는 텍스트와 곡 자체가 긴밀하고 직접적인 연결을

이루도록 작곡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악 연주가는 효과적인

연주를 위해 단순히 악보에 따라 부르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의미를 인지하고 연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역, 음가의 확장,

주제적 음정 요소의 재현 및 반복, 대비되는 화음의 음색적 차이와

리듬의 세분화, 곡의 분위기까지도 텍스트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텍스트를 정확히 이해하고 텍스트의 분위기에 맞춰 연주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연주하는 방법일 것이다. 대부분의 곡들은 텍스트의 의미가

대비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악가가

연주할 때 세밀한 차이점을 두어 청중도 이러한 대비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 변화를 잘 전달하기 위하여

발음과 호흡을 통해 가사의 의미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여야 한다.

또한 성악 성부와 피아노 성부가 독립적인 성부의 지위를 가지고

동기적 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소재들이 시적 배경에

따라 수직적 혹은 수평적으로 나열되고 결합되는 형태, 상호간 일어나는

대위적 모방 등에서 잘 나타난다. 또한 성악성부 혹은 피아노 성부가

독립적으로 전체 악곡의 종지를 맺거나 유기적인 형태로 동시에 종지를

형성함으로써 두 성부가 대등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쇤베르크는 본 작품에서 다양한

작곡기법을 통해 다양성과 통일성을 꾀하였다. 또한 이러한 특징에 따라

작곡된 악곡의 주제와 요소 간에 유기적인 연결을 만들고 밀접한

연관성을 띄도록 하였다. 성악 연주가는 자신이 단지 악보에 적힌 것을

연주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주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 주제와 작곡

요소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먼저 고려하여야만 효과적인 연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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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yrics and the m

elody of The Book of the Hanging Gardens (Das Buch der hängende

n Gärten), Op. 15, a song for the piano and voice out of the songs b

y Arnold Schönberg (1874-1951), to identify the major characteristics

the vocalist should understand to sing the melody of the atonal music

more comfortably.

Arnold Schönber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osers in the

history of Western Music of the 20th century, and his works range fr

om the tonal music compositions to atonal music compositions from t

he end of the19th century to the 20th century. The Book of the Hangi

ng Gardens of this study is an atonal composition, and is a song cyc

le composed of relatively shorter pieces, which is efficient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lody and accompaniment,

as well as the music tendencies.

Part 1 of the study investigates the musical trends of Schönberg

based on his life and his vocal pieces. The musical trends of Schönbe

rg are generally divided into four periods48): The first period shows t

he characteristics of post-Romanticism; the second period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ism with atonality; the third period gener

ally uses dodecaphony (twelve-tone technique); and the fourth period

comprehensively uses various methods, encompassing the overall perio

ds. In terms of the musical trends by the periods, during the first an

d second periods, which are the early to middle stages, Schönberg ge

nerally composed not only vocal music but also independent vocal wo

rks that include instrumental music centered on song cycles, during t

48) Oliver Wray Neighbour."Arnold Schönberg,"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 22 ed. Stanley Sadieand John Tyrrell, (London: Macm

illan, 2001), pp. 577.



- 81 -

he third period, composed vocal works for choruses and operas, and d

uring the fourth period, composed oratorios with great religious chara

cters. As time passes, he enlarges the scales of the works and directl

y shows his philosophical views.

Part 2 of the study analyzes the poetry and harmony of The Boo

k of the Hanging Gardens (Das Buch der hängenden Gärten), Op. 1

5, No. 1, 3, 7 and 14, which is the main topic of this study. To emph

asize certain poetic diction, Schönberg applies dissonances with relativ

e differences within the atonal melody to have different densities with

in a single song. In addition, the horizontal musical aspects that arise

from the melody of the vocal part or the piano motifs with the vertic

al aspects form an organized structure by the compositions of the poe

try and the poetic diction. Therefore, in this piece, both the vocal part

and the piano part exist as a single independent part, and if needed, t

he piano part plays not only the role of an accompaniment but also t

he counterpoint of the vocal par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armonic str

ucture and the melody to allow the vocalist to comfortably perform th

e vocal part of The Book of the Hanging Gardens (Das Buch der hä

ngenden Gärten), Op. 15 by Arnold Schönberg, and identified that the

piece has melodies with structurally different densities by the charact

eristics of the poetic diction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from variou

s dimensions of the vocal part and the piano part. Therefore it is exp

ected that the vocalist can express the vocal lines with a clearer stan

dard by identifying the densities of the piano part, in other words, w

hether the distance between the tones of the notes is relatively narro

w, or if the harmonic progress has a more complex structure,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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