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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로베르트 슈만(RobertAlexanderSchumann,1810-1856)의 피아노

음악은 그의 작품 세계에서 요한 치를 차지한다.이 작품들에는 슈

만의 문학 소양과 그의 삶의 경험들이 복합되어 나타나며,슈만이 추

구한 ‘시 인 것’(Poesie)의 미학이 집약 으로 반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슈만의 피아노 작품들은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어떤 부분에서 흐름이 끊기고, 기치 않은 모습이 나

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때때로 고정된 도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환상 인 분 기를 담고자 했던 슈만은 체 인 틀을 갖추면서도 낯설

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이러한 슈만의 작품의 미 인 특성이 어떤 형태에서 비

롯되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에 한 의문에서 출발하 다.필

자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찾는 과정에서 낭만주의 문학에서

두된 ‘낭만 아이러니’의 개념에 주목하게 되었다.

낭만 아이러니는 술 작품에서 창작자의 지략이 발휘됨으로써

감상자의 상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수사학

의미를 지닌 ‘아이러니’에서 출발한 이 개념은 미학 ·철학 역으로

그 의미가 확 되어 복합 인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이에 필자는 낭만

아이러니의 개념을 바탕으로 슈만의 작품에 해 고찰해보고자 하

다.

낭만 아이러니의 개념을 통해 슈만의 작품에 근한 연구들은 타

루스킨(RichardTaruskin)과 다베리오(JohnDaverio),딜(HeinzJ.Dill)

과 가빈(RobinWildsteinGarvin)등에 의해 이루어졌다.그러나 이들은

낭만 아이러니의 개념과 슈만의 음악을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구체성

이 부족했다. 한,개별 악곡을 세부 으로 분석하지 않고 체 인

구조 안에서 거시 으로 논의한 것들이 많았다.낭만 아이러니가 지닌

사상 ·미학 의미와 작품과의 연결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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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 연구들의 한계 이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구체 인 작품 분석을 통해 기존의 개 인

시각에서의 근을 좀 더 심화시키고,이를 낭만 아이러니의 문학 ·

철학 개념과 연결시켜보고자 하 다.

제 2장에서는 먼 ,낭만 아이러니 개념의 기본이 되는 아이러니

의 개념에 해 고찰하 다.이어서,낭만 아이러니의 개념을 낭만주의

시 의 특징과 련지어 정리해보고,낭만주의 문학에서 나타나는 낭만

아이러니의 요소들에 해 살펴보았다.

제 3장과 4장에서는 문학에서 두된 낭만 아이러니를 음악에

용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먼 ,제 3장에서는 슈만의 작품을 집

으로 살펴보았다.본 논문에서는 《 피옹》(Papillons),op.2,《카니

발》(Carnaval),op.9,《 타지슈티 》(Fantasiestücke),op.12와 《크

라이슬러리아나》(Kreisleriana),op.16을 분석하 다.필자는 먼 각 작

품에서 한 악곡을 선택하여 이를 서사 흐름에 따라 살펴본 후,특징

으로 부각되는 작곡기법들을 찾아보았다.이어서,이를 유형화시킨 후 이

러한 기법들이 드러나는 다른 악곡들에 해서도 설명하 다.이를 바탕

으로 슈만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작곡기법 특징들을 낭만 아이러니의

요소들과 연결시켜 보았다.마지막으로,제 4장에서는 슈만의 피아노 음

악에서 드러나는 낭만 아이러니의 미학 ·실존 의미의 용가능성

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필자는 슈만의 피아노 음악이 여러 측면에서 낭만

아이러니와 연 성을 지님을 알 수 있었다.이와 더불어,슈만의 작품

을 그가 활동하 던 낭만주의 시 의 술 과 슈만의 미학 그의

삶과의 연 성 안에서 살펴볼 때,낭만 아이러니의 용가능성은 더욱

확 된다.

먼 ,낭만 아이러니는 낭만주의 시 의 사상 술 과 련

성을 지닌다.이분법 구조의 립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분열된 자아

개념을 포함하는 낭만주의 사상은 낭만 아이러니의 복합 인 의미와

연결된다. 한,창작에 있어서 이성과 감정 사이의 이상 인 균형을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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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기 낭만주의 시 의 술은 감이 지성에 의해 조 되는 낭만

아이러니와 련된다.

둘째,슈만이 추구한 ‘시 인 것’의 미학은 이와 같이 감과 이성

이 함께 향을 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이는 낭만 아이러니와 연

결 을 형성한다.

셋째,문학에 조 가 깊었던 슈만은 낭만 아이러니를 이론 ·

실제 으로 범 하게 다룬 낭만주의 문학가들로부터 향을 받아 이를

작품에 반 하 다. 한 슈만 자신이 음악에 해 진술한 것들 가운데

에서도 아이러니의 개념이 자주 나타난다는 에서 그의 작품과 낭만

아이러니의 연결 가능성은 확 된다.

마지막으로 아이러니 요소는 슈만의 삶 속에서도 나타난다.슈만

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순수한 어린이의 세계를 담아낸 곡과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로운 분 기를 가진 곡을 많이 남겼다.이러한 작품들

은 슈만 자신의 삶과는 조되며 아이러니함을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이 낭만 아이러니는 슈만의 삶과 술 세계 반을 아우

르는 요한 개념 하나이다.즉,낭만 아이러니는 문학 ·양식

·미학 ·실존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슈만의 작품에 해 새

롭게 조망할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틀이라고 하겠다.

주요어 :로베르트 슈만,아이러니,낭만 아이러니,

리드리히 폰 슐 겔,낭만주의 문학,피아노 작품

학 번 :2009-2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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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로베르트 슈만(RobertAlexanderSchumann,1810-1856)의 음악은

‘새로운 시 시 ’1)를 여는 작품으로 19세기 낭만주의를 이해하는 열쇠

가 되고 있다.2)특히 그의 피아노 음악은 슈만의 음악 세계에서 요한

치를 차지한다.여기에는 슈만의 문학 소양과 그의 삶의 경험들이

복합되어 나타나며,슈만이 추구한 ‘시 인 것’의 미학이 집약 으로 반

된 것으로 평가된다.3)이러한 면에서,슈만의 피아노 음악은 음악학에

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 상이 되고 있으며,기존에는 주로 낭만주의

미학이나 19세기 양식과의 연 성의 측면에서 집 연구되었다.4)

그 지만 슈만의 피아노 음악은 다른 측면을 함축하고 있다.그

의 작품을 살펴보면 어떤 부분에서 흐름이 끊기는 듯 단 되거나 이질

인 요소가 병치되는 독특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슈만의 작품의 미 인 독특함이 어떤 면에서 나오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1)‘새로운 시 시 ’는 슈만이 자신의 술 이상을 드러내기 해 사용한 말이다.

<신음악잡지>(NeueZeitschriftfürMusik)의 1835년 1월 2일 호의 신년 편집 호에

서 슈만은 다음과 같이 언 하 다.“우리의 근본 인 태도는 이미 오래 에 정립되

었다.그것은 단순하며,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과거와 그것의 창조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술 미는 오직 그러한 순수한 자원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

를 기울이는 것;다음으로,오직 그 자체를 보여주기 해 기계 인 솜씨에 있어서

한 증가만 가진 최근의 과거를 비 술 인 시기로서 반 하는 것;그리고 마지막

으로,신선하고 시 인 미래의 도래를 비하고 조장하는 것”;NeueZeitschriftfür

Musik2(1835),p.3,JohnDaverio,RobertSchumann-Heraldofa"NewPoetic

Age",p.119재인용.

2)슈만이 추구한 ‘시 인 것’(Poesie)의 개념은 19세기 낭만주의 미학,특히 피아노 음악

의 미학을 지배하 다.‘시 인 것’은 음악 성격들이나 분 기를 표 함으로써,정확

한 이야기를 말하기 보다는 성격을 제안한다는 특징을 지닌다.CarlDahlhaus ,J.

BradfordRobinson역,Ninteteenth-CenturyMusic.p.145.이에 해서는 추후에

더 논의하겠다.

3)FriedrichSchnappandThedoreBaker,"RobertSchumannandHeinrichHeine",

TheMusicalQuarterly,Vol.11,No.4(Oct.,1925),p.599.

4)이러한 연구의 로는 달하우스(CarlDahlhaus)의 서와 러쉬튼(JulianRushton)의

논문을 들 수 있다.CarlDahlhaus, Ninteteenth-CenturyMusic;JulianRushton,

“Musicandthepo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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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는 지에 한 의문에서 출발하 다.이러한 궁 증은 슈만 자신의

진술과도 연결된다.슈만 역시 작곡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감을 자

유롭게 표출하는 과정이 통제되는 지 들을 발견한 바 있다.

때때로,‘마치 나의 객 인 자아가 그 자신을 나의 주 인 자아로부터 완 히 분리

하고자 하는 듯이’보인다. 는 나는 나의 모습과 나의 실제 존재 사이에 섰다.나는

형식과 그림자 사이에 섰다.5)

필자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찾는 과정에서,이와 같은 특

징들이 낭만주의 문학에서 ‘낭만 아이러니’의 개념과 연결이 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슈만에 한 연구를 낭만 아

이러니와 연 시키는 것은 슈만을 이해하는 다른 연결고리가 될 것이

라고 생각한다.그리고 실제로도,슈만과 아이러니를 연결시키는 시도들

은 몇 차례 있어왔다.타루스킨(RichardTaruskin)은 낭만 아이러니에

해 “가장 분명해보이고,확실하게 완성된 음악 진행으로 보이는 것

들을 훼손하는 것”6)이라고 정의하며,이는 슈만의 음악과 연 된다고 보

았다. 한,다베리오(JohnDaverio)는 슈만이 자신의 음악의 근본 인

아이디어로서 아이러니의 개념을 강조하 다는 사실을 언 하며,7)그

련성을 부각시켰다.한편,슈타인벡(Wolfram Steinbeck)은 슈만의 피아

노 작품이 낭만 아이러니의 제 조건인 음악 자기-반 의 상을

보여 다고 주장하 다.8)그 외에도 슈만과 낭만 아이러니를 연결시킨

연구로는 딜(HeinzDill)과 가빈(RobinWildsteinGarvin)등의 논문 등

이 있다.9)

5)RobertSchumann,Tagebücher1,pp.336-337;JohnDaverio,RobertSchumann-

Heraldofa"NewPoeticAge",p.22재인용.

6)RichardTaruskin,TheHistoryofWesternMusic,p.301.

7)슈만이 자신의 음악 특징을 아이러니의 개념과 연결시킨 사실은 1832년 4월 20일

쓴 일기에서 드러난다.JohnDaverio,RobertSchumann-Heraldofa"NewPoetic

Age",p.73.

8)Wolfram Steinbeck,"MusiküberMusik-ZurSelbstreflexionindereuropäischen

Kunstmusikseitdem späten18.Jahrhundert";한독음악학회 편,『한독음악학회창

립 20주년 공동학술 회 자료집』,p.47.

9) 딜은 그의 논문 “RomanticIronyintheWorksofRobertSchumann”(1989)에서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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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필자는 낭만 아이러니가 슈만의 음악에

근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한 개념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그

러나 이와 더불어,이 연구들의 한계 도 발견할 수 있었다.이들은 낭만

아이러니의 개념과 슈만의 음악을 연결시키고자 하 으나 구체성이

부족한 것들이 부분이었다. 한,각각의 악곡을 세부 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곡 체의 틀 안에서 거시 으로 논의한 것들이 많았다. 한,낭

만 아이러니가 지닌 사상 ,미학 의미와 작품과의 연결성도 잘 드

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 다.그리고 그 연구 상은 부분 가곡이나 실

내악이었다.

이에 필자는 슈만 음악의 요한 장르인 피아노 작품을 연구 상

으로 설정하여 낭만 아이러니를 용시켜보고자 한다.슈만의 피아노

음악에서도 낭만 아이러니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을까?특히 슈만의

시 에 낭만주의 문학에서는 낭만 아이러니가 철학 으로 요한 의미

를 지닌 개념으로 부각되었는데,과연 이러한 것들을 슈만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들이 보여 한계 들을 보완하여,

기존의 단편 인 시각에서의 근을 확 시키고,이를 낭만 아이러니

의 문학 ,철학 개념과 연결시켜보고자 한다.이를 해 구체 인 작

품 분석을 토 로 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이와 더불어,작품이 나타났

던 시기의 시 배경 작곡가의 미학 에 해서도 함께 고찰하여

만 아이러니를 몇 몇 작품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인용

기법 조 인 부분의 빈번한 교차 이외에 음악에서 낭만 아이러니가 어떻게 나

타나는 지 그 요소들을 구체 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 작품의 주요한 특징에

해 간단히 언 할 뿐 악보를 포함한 세부 인 분석 작업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음악과 낭만 아이러니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한,가빈은 자신의 논문 “Romantic Irony in the String Quartets ofFelix

MendelssohnBartholdyandRobertSchumann”(2008)에서 음악에서 낭만 아이러니

를 찾아내는 방법을 모순과 역설,페르소나의 확인 등으로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으

며,이를 슈만과 멘델스존의 몇 개의 악 4 주 작품에 용하여 단계 으로 분석하

고 있다.그러나 낭만 아이러니의 개념으로 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들을 많

이 포함하고 있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문제 을 지닌다.

한편,라이만(EricaReiman)은 서 Schumann'sPianoCyclesandNovelsofJean

Paul(2004)에서 낭만 아이러니라는 용어 신 ‘낯설게 하기’개념을 사용하여 슈만

의 피아노 작품에 나타나는 이질 부분들을 분석하고 있다.그러나 ‘낯설게 하기’의

개념은 슈만이 활동했던 낭만주의 시기가 아닌 20세기에 나타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를 슈만의 작품과 연결시켜 연구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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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 아이러니가 지닌 복합 인 의미들을 음악과 연결시키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 낭만 아이러니 개념의 기본이 되는 아

이러니의 개념에 해 고찰해보고자 한다.다음으로,낭만 아이러니의

개념을 낭만주의의 시 특징 이 개념이 처음으로 두된 낭만주의

문학과 련지어 살펴볼 것이다.이어서,슈만의 피아노 작품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낭만 아이러니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 논의해보

고자 한다.

필자는 분석의 상으로서 《 피옹》(Papillons),op.2,《카니

발》(Carnaval),op.9,《 타지슈티 》(Fantasiestücke),op.12,《크라

이슬러리아나》(Kreisleriana),op.16의 네 작품을 선정하 다.《 피

옹》은 슈만에게 많은 향을 미친 낭만주의 문학가 장 폴 리히터(Jean

PaulFriedrichRichter,1763-1825)의 소설의 향을 보여주는 작품이며,

《 타지슈티 》와 《크라이슬러리아나》는 슈만이 심을 가졌던

한 명의 작가인 E.T.A 호 만(ErnstTheodorAmadeusHoffmann,

1776-1822)의 소설과 연 성을 지닌다.장 폴과 E.T.A 호 만은 낭만

아이러니의 요소들을 작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이 세 작품은 문

학에서 나타난 낭만 아이러니를 음악에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다고 생각한다.한편,《카니발》은 슈만 자신과 그 주변 인물들을 상

징하는 허구 인물들,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어나는 사건들을 묘사한

작품으로써,슈만의 분열된 자아가 표 된 작품이다.‘자아’는 낭만 아

이러니에서 요한 개념이기 때문에,《카니발》을 통해 우리는 낭만

아이러니와 음악의 연결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네 작품을 각각 분석한 후,이를 종합 으로 살펴보면서

특징 으로 나타나는 작곡기법들과 낭만 아이러니와의 연 성을 밝

보고자 한다.그리고 이들을 미학 측면에서 해석하여 슈만의 피아노

음악에 나타난 낭만 아이러니의 미학에 해 고찰해보겠다.

피아니스트로의 길을 포기했던 슈만에게 피아노 음악은 특별한

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그의 피아노 작품에는 그의 개인 성향

음악 을 포 하는 개념인 낭만 아이러니가 다른 장르보다 특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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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될 것이라고 본다.문학에서 나타난 낭만 아이러니의 개념을 바탕으

로 슈만의 음악에 근하는 작업은 슈만의 피아노 음악에서 나타나는 여

러 특징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그리고

이는 낭만주의 미학이나 슈만의 시 인 미학의 측면에서 주로 해석된 슈

만의 피아노 음악에 한 새로운 면모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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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이론 배경

1.아이러니의 개념 체계

(1)아이러니의 기원과 의미

아이러니는 일반 으로 ‘반어’로 번역되는 용어로,‘한 가지 것을 말

하면서 그 반 의 뜻을 나타내는 것’10)을 의미한다.이는 사실과 조되

는 표 을 통해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하나의 언술이 명확한 일차 인 의미를 넘어 심층 이고 색다른

의미를 드러낼 때도 아이러니의 형용사 형태인 ‘아이러니컬(ironical)’하

다는 표 이 사용된다.

이러한 아이러니의 어원은 고 그리스 희극에 등장하는 인물인 아

이론(Eiron)에서 찾아볼 수 있다.아이론은 “모든 종류의 악랄한 속임수

에 정통한 교활한 인물”11)로 겉으로는 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리하다.반면,아이론과 비되는 알라존(Alazon)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고 지혜로움을 가장하는 “자기기만과 허풍으로 가득 차

있는”12)인물이다.아이론은 이러한 알라존에게 승리하기 해 자신의

실제 생각과 감정을 숨긴다.즉,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성취하기 해

“우둔의 가면”13)을 사용하는 것이다.결과 으로 아이론은 극 속에서 항

상 알라존에게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후에는 객의 상을 뒤엎

고 알라존을 굴복시킨다.이러한 아이론의 특성을 내포하게 된 아이러니

는 ‘진술된 것과 원래의 속뜻이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하게 되었다.

10)D.C.Muecke ,문상득 역,『아이러니』,p.20.

11)LilianFurst,FictionsofRomanticIrony,p.6.

12)Robin Wildstein Garvin,"Romantic Irony in the String Quartets ofFelix

MendelssohnBartholdyandRobertSchumann",p.2.

13)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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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아이러니의 요소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소크라테스

(Socrates,B.C.469-B.C.399)의 화법에서이다.이는 라톤(Paltaon,

B.C.429?-B.C.347)의 『국가』(Republic)에 제시되어 있다.자신이 실

제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말을 함으로써 의도 으로 화 상 를 곤경

에 빠뜨리는 소크라테스는 아이론의 특성을 보인다.소크라테스는 음악

가인 라우콘(Glaucon)과의 논의를 통해서 아이러니를 드러낸다.그는

음악의 선법에 해 아무 지식도 갖지 않지만 깊은 숙고를 통한 날카로

운 의문들을 제기함으로서 라우콘의 이해 능력의 한계를 밝 낸다.소

크라테스는 “상 방에게 질문을 던져 그의 답 속에 포함된 모순을 지

하면서 상 방의 무지를 자각하게 함과 동시에 사물에 한 올바른 개념

에 도달하도록”14)한 것이다.이러한 아이러니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신

한 장과 속임을 보여 다.이후 아이러니의 개념을 확장시킨 리드리

히 슐 겔(FriedrichvonSchlegel,1772-1829)은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

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소크라테스 아이러니]는 오직 그것을 속임수로 여기는 사람과 체 세계를 바보로 만

드는 기분 좋은 장난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 는 그들이 그들 스스로가 포함될

수 있는 약간의 지식을 획득할 때 화가 나게 되는 사람들만을 속이도록 의도되었다.이

러한 종류의 아이러니에서 모든 것은 유희 이어야 하며 모든 것은 심각해야 한다.모

든 것은 정직하게 개방되어야 하며 모든 것은 깊이 숨겨져야 한다...그것은 인

것과 상 인 것,완 한 의사소통의 불가능성과 필연성 사이의 해결될 수 없는 립

을 포함하며,이를 발생시킨다.15)

이 에서 볼 수 있듯이,아이러니는 수사학 습으로서 사용되었다.

즉,아이러니는 발화자가 제스처,목소리의 어조, 는 맥락과 같은 다양

한 단서들을 통해 그가 말하는 것에 정확하게 반 되는 것을 함으로

써16)어떤 것을 표 하도록 하는 수사학 화 다.17)

14)임석진 외 ,『철학사 』,p.131.

15)FriedriechSchlegel,Lyceum Fragment108;GeorgiaAlbert,"UnderstandingIrony:

ThreeEssaisonFriedrichSchlegel",ComparativeLiterature(Dec.,1993),p.826

재인용.

16)MarkEvanBonds,“Haydn,LaurenceSterne,andtheOriginsofMusicalIrony",

JournaloftheAmericanMusicologicalSociety,Vol.44,No.1(Spring,1991),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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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이러니의 분류

소크라테스의 화법에서 드러난 아이러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이후 여러 문학가들과 철학자들은 아이러

니의 여러 유형 그 특성에 해 언 하 다. 한,아이러니는 재까

지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18)그들 공통

으로 제시되는 아이러니의 종류로는 본 논문의 주제인 ‘낭만 아이러니’

와 더불어 ‘언어 아이러니’와 ‘상황 아이러니’,그리고 ‘극 아이러

니’와 ‘구조 아이러니’를 들 수 있다.

먼 ,언어 아이러니는 말의 자 그 로의 의미가 실제로 의도

된 것과 매우 다를 때 나타난다.19)즉,이것은 가장 기본 인 종류의 아

이러니가 지닌 의미인 ‘반어’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상황 아이러니는 의도한 바와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상황 아이러니의 한 종류로는 ‘우주 아이러

니’를 들 수 있다.이는 신 인 존재를 제로 하여 모든 상황들이 신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신 인 존재는 이야기 속에서

반에 주인공의 뜻을 따라 사건들을 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하지만,

최후에는 주인공의 모든 희망들이 좌 로 이어지고,비극 결말로 이끌

어진다.20)즉,이 에 나타난 모든 요소들이 결국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

84-85.

17)Georgia Albert,"Understanding Irony :ThreeEssaison Friedrich Schlegel",

ComparativeLiterature(Dec.,1993),pp.825-826.

18) 를 들어,아 라함스(MeyerHowardAbrams)는 아이러니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다른 형태로 분류하 다;① 소크라테스 아이러니(Socaraticirony),극 아이러니

(dramaticirony),우주 아이러니(cosmicirony),낭만 아이러니(romanticirony)

② 언어 아이러니(verbalirony),구조 아이러니(structuralirony)③ 안정 아이

러니(stableirony),불안정한 아이러니(unstableirony).;M.H.Abrams,AGlossary

ofLiteraryTerms,pp.135-137.한편,뮈 (DouglasC.Muecke)는 아이러니의 분류

방법 하나로 다음을 제시하 다;① 명백한 아이러니(overtirony)② 숨겨진 아이

러니(covertirony);CharlesS.Brauner,"IronyintheHeineLiederofSchubert

andSchumann",TheMusicalQuarterly,Vol.67,No.2(Apr.,1981),pp.262-263

참조.

19)Robin Wildstein Garvin,"Romantic Irony in the String Quartets ofFelix

MendelssohnBartholdyandRobertSchumann",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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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이러한 우주 아이러니의

는 토마스 하디(ThomasHardy,1840-1928)의 소설 『더버빌가의 테

스』(TessoftheD'Irbervilles)에서 찾아볼 수 있다.이 소설에서 여주

인공 테스는 운명에 따라 그녀의 삶이 좌우되는 모습을 보여주며,독자

의 상에서 벗어나는 상황들이 그녀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자신의 순

진함과 정직함 때문에 행복을 잃게 된 테스는 아이러니하게도 살인을 통

해 잃었던 것들을 되찾으며 일시 으로 기쁨을 느낀다.하지만 이 게

즐거워하던 테스는 결국 교수형에 처해지게 된다.이 이야기에서는 ‘운

명’이라는 월 힘이 주인공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극 아이러니는 등장인물은 가지지 않은 지식을 작가와 독

자들이 공유하는 상황 속에서 존재하게 된다.21) 이는 소포클 스

(Sophocles,B.C.497- B.C.406)의 비극 작품 『오이디푸스 왕』

(OedipusTyrannus)에서 나타난다.이 이야기에서 독자는 작가가 설정

해 놓은 상황에 따라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테가 결혼을 하게 될 것임을

미리 알게 된다.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가 모자지간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며 극 아이러니가 드러나게 된다.

마지막으로,구조 아이러니는 작가가 인 으로 도입한 장치를

통해 독자로 하여 지속 으로 잘못된 추측을 하게 하는 상황에서 나타

난다.이 장치의 로는 해설자의 존재를 들 수 있다.해설자의 이야기는

그의 을 통해 여과되며,틀리기 쉬운 결과를 래한다.이러한 는

로 스 스턴(LaurenceSterne, 1713-1768)의 『트리스트람 디』(The

LifeandopinionsofTristram Shandy,Gentleman)에서 찾아볼 수 있

다.이 소설에서 독자는 모든 사건을 오직 트리스트람의 시각에서 경험

하게 된다.트리스트람은 다른 등장인물들이나 모든 사건들에 해 자신

의 정신 인 공간 안에서 악한다.그것은 트리스트람 자신의 “압축되

고 뒤섞인 내부”22)의 공간으로서 독자는 스턴이 설정한 장치 안에 함께

20)M.H.Abrams,AGlossaryofLiteraryTerms,p.137.

21)Robin Wildstein Garvin,"Romantic Irony in the String Quartets ofFelix

MendelssohnBartholdyandRobertSchumann",p.5.

22)PeterConrad,Shandyism-TheCharacterofRomanticIrony,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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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이게 된다.

이와 같이,여러 유형의 아이러니들은 모두 사실과 반 되거나

상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을 포함하지만,구별되는 여러 장치들을 통해 그

강조 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그러나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낭만 아이러니’는 이러한 모든 유형의 아이러니를 포 하는 개념으로

서 나타나게 된다. 한,이는 그 개념이 등장하 던 낭만주의 시 의 사

상과도 연 성을 지니며,단순히 양식 인 측면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

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이에 다음 장에서는 낭만 아이러니에

을 맞추어 그 특징에 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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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낭만주의 문학에 나타난 낭만 아이러니

(1)낭만 아이러니의 두 과정 특징

아이러니의 개념은 낭만주의 시 의 표 문학가인 슐 겔에 의

해 수사학 개념을 넘어 미학 ,철학 역으로 의미를 확 하게 되

었다.23)이는 단지 표 을 한 장치로 기능하지 않고,인간의 존재에

한 문제와도 연결되며 복합 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슐 겔은 이를

‘낭만 아이러니’로 지칭하 다.24)

낭만 아이러니는 술 작품에서 창작자의 지략이 발휘됨으로써

감상자의 상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즉,이는

“ 술 환상을 구축하고 괴하는 창작 기법”25)을 의미한다.따라서 낭

만 아이러니는 아이러니의 립 특성을 그 로 포함하지만 그 립

은 더 큰 범 안에서 복합 으로 이루어진다.이러한 특징은 슐 겔의

역사의식이 술로 이된 것으로 볼 수 있다,슐 겔에 따르면,과거와

미래의 간지 인 ‘재’는 동경과 결핍의 시간이다.과거의 역사는 끊

임없이 재 속에서 괴되고 재구성되며,이 과정은 단되지 않은 채

미래로 나아가게 된다. 술에서 나타나는 재의 지 에서도 여러 장치

를 통해 이러한 괴와 재구성의 과정이 이어지며 낭만 아이러니를 드

러내게 된다.이러한 낭만 아이러니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23)슐 겔은 두 가지 종류의 아이러니에 해 언 하며 낭만 아이러니의 의미를 부각

시켰다.하나는 한 문학 형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사학 인,풍자 인,논쟁

인,그리고 패로디 인 특성을 지닌다.반면,진실되고 완 하며 거룩한 정신과도 연

되는 숭고한 아이러니가 존재하는데,슐 겔은 이를 낭만 아이러니로 지칭하

다.;김원한,「뿌쉬낀의 『 게니 오네긴』에 나타난 낭만 아이러니」,『러시아

연구』,제11권 제 1호,pp.2-3참조.

24)이후,학문 인 작품에서 ‘낭만 아이러니’라는 용어가 최 로 사용된 것은 독일 문

학의 역사가인 헤트 (HermannHettner)의 『괴테와 쉴러의 계성 속에서 본 낭만

주의 학 』(Die romantische Schule in ihrem Zusammenhang mitGöthe und

Schiller)(1859)에서이다.그러나 헤트 는 낭만 아이러니에 한 정확한 정의를 제

공하지는 않았다.; RobinWildsteinGarvin,"RomanticIronyintheStringQuartets

ofFelixMendelssohnBartholdyandRobertSchumann",p.6참조.

25)이명섭 편,『세계문학비 용어사 』,p.32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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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낭만 아이러니는 제한 요소 한계의 설정을 특징으로

한다. 술 작품에서 창작자는 하나의 요소를 제시하며 환상을 창조해낸

후,갑작스럽게 이와 비되는 분 기를 지닌 재료를 삽입함으로써 이

요소의 진행을 제한한다.한 지 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와 조

는 작품의 흐름을 일시 으로 단시키는 역할을 한다.즉,창작자는 열

정과 상상력을 발휘한 후 뒤이어 이를 통제하는 것이다.이러한 모습을

경험하는 감상자 역시 작품이 이어짐에 따라 형성되었던 자신의 상이

반 에 부딪히는 지 에 다다르게 되며 제한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낭만 아이러니의 특성에 해 키에르 고르(Søren Aabye

Kierkegaard)와 슈트로슈나이더-코오스(IngridStrohschneider-Kohrs)는

다음과 같이 언 한다.

아이러니는 제한하고,명확히 하며,한정지음으로써 진리,사실,내용을 산출해낸다.그

것은 훈련을 시키고 징벌함으로서 그리고...그 게 함으로써 균형과 일 성을 형성한

다.26)

처음의 열정과 창조(발명)의 단계는 의식 인 것 하나인...제한과 한계에 의해 이

어져야 한다.“27)

이러한 제한과 한계의 설정은 기 낭만주의의 사상과도 연결 을 형성

한다.낭만주의는 술 자기의식28)과 이성이 시 인 감을 단지 동반

26)Kierkegaard,TheConceptofIrony,p.326;BerelLang,"TheLimitsofIrony",

NewLiteraryHistory,Vol.27,No.3,LiterarySubjects(Summer,1996),p.571재인

용.

27)Ingrid Strohschneider-Kohrs,"Zur Poetik derdeutschen Romantik,II:Die

romantischeIronie,"inDiedeutscheRomantik:Poetik,FormenundMotive,ed.

HansSteffen(Göttingen,1967),p.81;HeinzDill,"RomanticIronyintheWorksof

RobertSchumann",TheMusicalQuarterly,Vol.73,No.2,p.173재인용.

28)‘자기의식’(self-consciousness)은 딜과 더불어 가빈(RobinWildsteinGarvin)등의 학

자들이 낭만 아이러니에 해 논의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Heinz J.Dill,

"RomanticIrony in theWorksofRobertSchumann",Robin Wildstein Garvin,

"Romantic Irony in the String Quartets ofFelix Mendelssohn Bartholdy and

RobertSchumann".이 개념에 해서는 추후에 더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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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 만 아니라 실제로 통제한다는 사실을 요구하기 때문이다.29)낭만

아이러니가 드러나는 술 작품들에서 이는 빈번한 방해와 장면

분 기의 속한 변화, 는 부조화를 이루는 요소들의 삽입에 의해 나

타난다.30)

둘째,낭만 아이러니는 이분법 변증법을 형성한다.이 의 요

소들과 립되는 요소들의 등장은 유기 이고 조직 으로 형성된 체성

을 무 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이 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고 새롭게 생

성되는 요소들이 나타나며,이들은 끝까지 통합되지 않고 이 인 형태

로 남게 된다.슐 겔은 이러한 모습을 “자기 창조와 자기 괴의 끊임

없는 교체”로 표 하며,이를 아이러니에 한 정의와 연결시켰다.31)즉,

술 작품의 창작자는 감과 충동을 자유롭게 표출하다가도 이성을 통

해 의식 으로 이를 규제하고 단시킨다.낭만 아이러니를 작품에 드

러내는 술가는 작품에 창조와 괴를 포함시킴으로써 한정 본질을

통합시켜야 한다.32)창작자는 작품에 참여하다가도 작품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다. 한,작품에 자신을 투 하면서도 스스로를 비 하며 술

형식의 객 성을 유지한다. 한, 술작품의 측면에서 볼 때,한편으로

는 작품에 한 작가의 통제가 나타나지만,이어서 다시 작가의 통제를

부인하게 되며 양극성을 형성한다.‘자기창조’가 자기 안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원심력이라면,‘자기 괴’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부수고 반성하며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아이러니의 구심력이라

고 할 수 있다.33)슐 겔에 따르면,아이러니는 “서로 반 되는 것들이

서로 간의 으로 들어오는 장소”34)이다.아이러니는 “테제(thesis)와

29)HeinzJ.Dill,"RomanticIronyintheWorksofRobertSchumann",TheMusical

Quarterly,Vol.73,No.2,p.173.

30)ReyM.Longyear,“BeethovenandRomanticIrony”,TheMusicalQuartelrly,Vol.

56,No.4.SpecialIssueCelebrating theBicentennialoftheBirth ofBeethoven

(Oct.,1970),p.652참조.

31)FriedrichSchlegel,Athenäums-Fragment51;김복주,「E.T.A.Hoffmann의 <Der

GoldeneTopf>에 나타난 낭만 아이러니(dieromantischeIronie)에 한 연구」,

『독일문학』 28집 (1982),p.46재인용.

32)AnneK.Mellor,EnglishRomanticIrony,p.17.

33)박 용,「낭만 아이러니 개념의 재 의미 - 리드리히 슐 겔의 이론을 심

으로」,『독일문학』,제 92집,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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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테제(antithesis)에 한 분석”35)으로 그 사이의 것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두 가지 의미들의 동시 존재이다.즉,아이러니가 드러나는

술 작품에는 ‘창조’,‘참여’,‘투 ’이라는 테제와 ‘괴’,‘분리’,‘비 ’이라

는 안티테제가 존재하며 이분법 변증법 긴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테제와 안티테제의 양극은 원히 결합될 수 없으

며,과정 그 자체는 원히 나아가도록 한정된다.36)반 되는 요소들의

교 는 작품 속에서 갈등을 만들어내고,이를 통해 술작품은 부동 상

태에 놓이게 된다.즉,이분법 이고 변증법 인 립을 통해 드러나는

아이러니는 끊임없는 긴장 상태를 형성한다.이는 작품을 편들로 해체

시키는 역할을 한다.결과 으로 체 인 작품에는 통일성이 결여된다.

낭만 아이러니의 세 번째 특징으로는 창작자와 감상자의 인식을

들 수 있다.창작자가 인 으로 설정한 요소들을 통해 형성되는 낭만

아이러니는 감상자로 하여 술 작품이 의도 으로 만들어진 창작

물임을 늘 의식하게 한다.이를 통해 작품과 작품에 한 감상자의 인식

사이에는 ‘거리의 감각’이 나타난다.37)동시에,창작자 자신도 자유로움을

추구하다가도 이를 단시키고 객 시각을 유지하게 된다.38)슐 겔

에 따르면, 술가는 “작품 안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고,언제나 작품과

34)FriedrichSchlegel,Lyceum-Fragment48,KritischeFriedrich-Schlegel-Ausgabe

II,p.153,no.6,GeorgiaAlbert,"UnderstandingIrony:ThreeEssaisonFriedrich

Schlegel",ComparativeLiterature(Dec.,1993),p.827재인용.

35)FriedrichSchlegel,KritischeFriedrich-Schlegel-Ausgabe16:154;ibid.,p.826재

인용.

36)Georgia Albert,"Understanding Irony :ThreeEssaison Friedrich Schlegel",

ComparativeLiterature(Dec.,1993),p.829.

37)Robin Wildstein Garvin,"Romantic Irony in the String Quartets ofFelix

MendelssohnBartholdyandRobertSchumann",p.10;본즈(MarkEvanBonds)도

이를 청자와 작품 사이에 생기는 ‘아이러니한 거리감’이라고 표 하 다.;MarkEvan

Bonds,“Haydn,LaurenceSterne,andtheOriginsofMusicalIrony",Journalofthe

AmericanMusicologicalSociety,Vol.44,No.1(Spring,1991),pp.57-58.

38)슐 겔에 따르면,시인의 상상력은 어떤 종류의 혼란스러운 시 유출 속으로 부어

져서는 안 되며,분명한 형식과 종류의 작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Friedrich Schlegel,Seine prosaischen Jugendschriften,ed.J.Minor(Viennam

1906),II,,p.355 ;Victor Lange,"Friedrich Schlegel's Literary Criticism",

ComparativeLiterature,Vol.7,No.4(Autumn,1955),p.295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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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에서 치”39)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작품에서 드러나는 자기 창조와 자기 괴의 무한한 변화 과정

은 창작자와 감상자가 상에 함몰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낭만

아이러니는 그것의 구성의 과정을 강조하며,거리와 차이를 의미 속으로

주입하며,지속 인 해석 의심을 요구하는 것이다.40) 한,이는 작품

을 통해 창작자,그리고 감상자가 거리감을 가지고 서로를 인식하게 한

다.

넷째,낭만 아이러니는 실존 인 특성과도 연결된다.낭만 아이

러니의 이론 토 가 된 것은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1762-1814)의 자아철학이다.피히테는 모든 지식과 인식의 토 는 ‘자아’

라고 보았으며,이는 사고의 행 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고 하 다,피히

테에 따르면 자아는 반성을 통해 무한한 주 성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제한하며,객 인 세계와의 계를 형성한다.이러한 자아와 세계는 서

로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그리고 이를 통해 자아를 객 화시키는 작

업이 이루어진다.즉,자아의 의식에는 주 인 것과 객 인 것이 불

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으며,자아와 세계 사이의 상호 작용은 이러한 상

태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피히테의 향을 받은 슐 겔 한 자아의 개념을 강조하 다.인

간의 모든 생각은 ‘자기-의식 존재 안에 존한다’는 것이다.41)그리

고, 술 작품은 자아의 창작물로서 세계에 한 자아의 의식이 반 된

것으로 보았다.낭만 아이러니가 드러나는 술 작품에서 자아는 객

세계의 경험을 통한 제한을 경험하게 되며 ‘자기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낭만 아이러니는 자아의 문제와 연결됨으로써 인간의 정신

39)WalterSilz,EarlyGermanRomanticism,p.178;HeinzDill,"RomanticIronyin

theWorksofRobertSchumann",TheMusicalQuarterly,Vol.73,No.2,p.173참

조.

40) Jairo Moreno,"Subjectivity,Interpretation,and Irony in Gottfried Weber's

AnalysisofMozart's"Dissonance"Quartet",MusicTheorySpectrum,Vol.25,No.

1(Spring2003),p.111.

41)FriedriechSchlegel,KritischeFriedrich-Schlegel-Ausgabe,V,p.165;Andrew

Bowie,"Music and the rise ofaesthetics",Jim Samson 편,The Cambridge

HistoryofNineteenth-CenturyMusic,p.35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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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역으로까지 확 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낭만 아이러니는 미 명과의 련성을 지닌다.창

작자와 감상자는 술 작품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며 궁극 으로 모순으

로 가득 찬 술 작품을 월하게 된다.즉,자기 창조와 자기 괴의 지

속 인 과정은 술 작품을 자유로운 유희로 정착시키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술 작품들은 명백하게 그들의 고유의 기교의 문제들에 주의를

끈다.42)이는 술을 일체의 합목 성으로부터 해방시키며 성립된 술

의 자율성의 개념과 연결 을 형성한다. 술의 미학 가치가 상승한

낭만주의 시기에 낭만 아이러니는 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42)MarkEvanBonds,“Haydn,LaurenceSterne,andtheOriginsofMusicalIrony",

JournaloftheAmericanMusicologicalSociety,Vol.44,No.1(Spring,1991),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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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학에 나타난 낭만 아이러니

이러한 낭만 아이러니는 낭만주의 시 의 여러 문학가들의 작품

에서 찾아볼 수 있다.먼 ,이는 장 폴의 작품에서 나타난다.그는 자신

의 상상력과 감정의 순수성을 있는 그 로 드러내고자 하 으며,43)이는

장 폴 특유의 양식을 형성하 다.44) 서 『미학』(Vorschule der

Äesthetik)(1804/1813)에서 풍자와 트,유머의 요소에 의미를 부여한

장 폴은 이를 그의 작품에서 표 하고자 하 다.그는 변덕스러운 양식

과 탈선을 통해 상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작품에 삽입하 다. 한,그

는 사건들의 순서들을 분리시키고 그것을 매우 기이한 방법으로 다시 함

께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이는 “무한한 조,타당해보이지 않는 모

순들, 한 결론들”45)을 만들어낸다.

장 폴의 작품에서는 특히 다른 두 가지 요소들의 공존 립이

두드러진다.그는 강하게 조되는 캐릭터를 포함시키며 이 인성을

보여주었다.그 로는『거인』(Titan)에 등장하는 알바노(Albano)와 쇼

페(Schoppe),『지벤 스』(Siebenkäs)에 등장하는 지벤 스(Siebenkäs)

와 라입게버(Leibgeber),『자유분방한 시 』(Flegeljahre)의 발트(Walt)

와 불트(Vult), 『헤스페루스』(Hesperus)의 라 (Flamin)과 빅터

(Viktor),그리고 Die unsichtbare Loge의 구스타 (Gustav)와 펜크

(Fenk)를 들 수 있다.장 폴은 이와 더불어 두 가지 반 되는 감정 사이

에서의 동요를 표 하기도 하 다.

한,이러한 립은 한 작품 안에서도 나타난다.여러 소설에서 주

인공들은 후 부분과 분리된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장 폴은

43)RobertSchumann;ed.byKonradWolff;tr.byPaulRosenfeld,OnMusicand

Musicians,p.15.

44)장 폴은 15살 때부터 자신이 읽은 도서들을 기록한 “발췌 책자”(Exzerptenbücher)를

보 하는 습 을 가졌다.라이만은 이러한 작업이 그의 소설들에서 나타나는 탈선의

근원 재료들이 되었다고 주장한다.;ErikaReiman,Schumann'sPianoCyclesand

NovelsofJeanPaul,p.12.

45)JohnDaverio,Nineteenth-CenturyMusicandtheGermanRomanticIdeology,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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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에서 이러한 부분을 “두 번째 세계”로 지칭하 다.이 “두 번째

세계”는 “지리학 ,사회학 고립”46)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이러한

세계의 등장은 갑작스러운 분 기의 변화를 수반하며,이야기의 개 속

에서 탈선 인 부분을 형성한다.이는 를 들어 『거인』(Titan)의

“121.Zyklen"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여기서 알바

노(Albano)는 그가 성장한 작은 마을을 재방문한다. 한,이 부분에서

라베테(Rabette)는 알바노에게 자신의 실패한 사랑에 해 이야기하며

감정 으로 충만한 순간을 기 하게 한다.그러나 장 폴은 이 부분에서

후 부분과 달리 감탄사를 모두 제거하며,간결한 문단을 만든다.

이와 더불어,장 폴은 18세기의 소설(Trivialroman)의 향을

받아 이를 자신의 작품에 반 하 다. 소설은 형식 인 롯과 등장

인물들을 가진 인 소설로 그 주제는 음모,사랑 등과 같이 상투

이다.47)이와 같은 특징들은 여러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일례로,마

이언(FriedrichWilhelm vonMeyern, 1759-1829)의 소설인 『다-

나-소 』(Dya-Na-Sore)의 향을 받은 소설 『헤스페루스』에는 그것

의 피상 인 구조의 롯이 나타나며,사랑에 빠진다는 심 아이디어는

주요하게 남아있다.그러나 때때로의 탈선을 통해 진부함에서 벗어난다.

이는 작품을 변화무 하게 만든다.

이와 같이 장 폴은 “세계의 통일성을 나타내 보이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그는 근본 인 불 화를 정립하고자 시도한다”.48)이는 그의 작

품에서 상호모순 인 특성을 보이며 독자로 하여 작가의 존재를 느끼

46)ibid.

47)이러한 소설의 로는 괴테(JohannWolfgangvonGoethe,1749-1832)의 『 은

베르테르의 슬픔』(Die Leiden des jungen Werther),슈나벨(Johann Gottfried

Schnabel.1692-1760)의 『펠젠부르크 섬』(DieInselFelsenburg),라 로슈(Sophie

vonLaRoche,1731-1807)의 『슈테른하임 부인』(DasFräuleinvonSternheim),

러(Johann Martin Miller, 1750-1814)의 『지그바르트』(Siegwart),크래머(Karl

Gottlob Cramer,1758-1817)의 『에라스무스 슐라이어의 삶과 생각』(Leben und

MeinungenErasmusSchleichers),불피어스(ChristianAugustVulpius,1762-1827)의

『리날도 리날디니』(RinaldoRinaldini)를 들 수 있다.

48)WolfdietrichRasch,DieErzählweiseJeanPauls:Metaphernspieleunddissonante

Strukturen(Munich:Hanser,1961),p.41;ErikaReiman,Schumann'sPianoCycles

andtheNovelsofJeanPaul,p.20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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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이러한 여러 특징은 낭만 아이러니의 주요 요소들과 연결된

다.

한편,문학가이자 법 이었던 E.T.A 호 만은 그의 삶과 작품 모

두에서 낭만 아이러니의 분열 특성을 보여 다.어린 시 정신병을

가진 시인 차하리아스 베르 (ZachariasWerner)의 가족과 한 집에서 생

활했던 호 만은 낯선 사람들에 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그

가 이 환 에 시달리고,의식의 분열을 느끼는 데 향을 주었다. 한

호 만은 성인이 된 후 낮에는 법 으로 생활하고,밤에는 술 활동을

하며 이 인 생활을 하 는데,이러한 경험 역시 그의 이 성향에

향을 주었다.사회인으로서 일을 할 때 지켜야 했던 규칙들과 그러한

가운데 경험한 윤리 인 세계는 술 속에서는 변화될 수 있었다.동일

한 사실이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펼

쳐지는 장소에 머무르며 호 만은 자유로움을 느 다.이와 반 로 낮

동안의 활동은 자신을 구속하는 것으로 생각하 다.이러한 조 인 시

간들은 그의 의식과 어우러져 작품에 반 되어 나타난다.그의 작품에서

는 삶과 술, 실과 환상 세계와 더불어 외부 경험과 내면의 느낌,

의식과 무의식 등의 립이 발생한다.이들은 동시에 공존하며 이 성을

형성하며,자아의 의식과 연결되어 낭만 아이러니와 연 성을 보여

다.

를 들어,소설 『스퀴데리 부인』(DasFräuleinvonScuderi)에

서 등장인물인 르네 카르디악(RenéCardillac)은 보석을 만드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그는 편집증 인 술혼의 향으로 사람들

에게서 자신의 작품을 빼앗는 일을 반복한다.즉,카르디악은 아름다움을

창조자하는 사람인 동시에 그로 인해 범죄자가 되며 이 인 성향을 보

인다. 한,기지를 발휘하며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던 카르디악은 한

장교와의 결투로 인해 사망하며 결국 멸에 이름으로서 측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 다.이러한 이 성향과 자기 멸의 과정,그리고 의도

되지 않은 결과의 발생은 이 소설에서 드러나는 낭만 아이러니의 요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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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 아이러니는 하이네(HeinrichHeine,1797-1856)의 작품들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하이네는 여러 시에서 분 기를 갑작스럽게 변화

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한,냉소 이고 풍자 인 어투를 사용하며49),

때때로 문법에 어 나는 어구들을 포함시키며 감상자의 의식을 자극하기

도 한다.이러한 는 다음의 시에서 나타난다.

다시 오래된 꿈이 나에게로 온다 :

그것은 5월이었다 ;세상은 같았다.;

우리는 린덴 나무 뒤에 앉았다.

그리고 원히 변치 않는 신앙을 간청하 다.

우리는 한 사랑과 불멸의 맹세를 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열정 인 키스와 그보다 천 배 더 많은 키스와 함께

당신은 나의 손을 가져가 그것을 깨문다.

오,서로 들러붙은 입술을 가진 연인이어,

매우 맑고 즐거운 과 함께,

이 맹세는 매우 한 것이었다-

그 깨물음은 필요하지 않았다.50)

사랑을 표 하던 이 시에서는 마지막 행에서 환상의 괴를 보여 다.

시인의 자기의식이 열정을 억제하며,낭만 아이러니의 특성을 드러내

게 된다.

한,<시인의 사랑>(Dichterliebe)의 여러 시들도 낭만 아이러니

와 연결되는 부분들을 포함한다. 를 들어, <밤마다 꿈속에

서>(Allnächtlichim Traume)는 연인의 죽음에 한 슬픔을 주제로 하

지만,시의 반부에는 실제로 우스꽝스러운 분 기가 형성된다.그러나

49)Beate Julia Perrey,Schumann's Dichterliebe and Early Romantic Poetics -

FragmentationofDesire,p.9참조.

50)LouisUntermeyer역,PoemsofHeinrichHeine,p.72;HeinzJ.Dill,"Romantic

IronyintheWorksofRobertSchumann",TheMusicalQuarterly,Vol.73,No.2,

p.173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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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부분에 이르 을 때 이 분 기는 갑자기 변화됨으로써 독자의 인

식을 자극한다.연인은 구혼자에게 삼나무 가지를 달하는데,이는 장례

식을 상징하는 것이다.한편,<나는 원망치 않으리>(Ichgrollenicht)는

화자의 실제 감정을 반 로 표 한 것이다.역시 갑작스러운 환 지

에 이르 을 때,화자는 비로소 자신을 괴롭게 하는 상을 공격하기 시

작한다.

이와 같이 하이네는 여러 작품에서 분 기의 조와 상반되는 감정

표 의 병치를 보여 다. 한,환상과 열정을 분열시키고 괴하는 부분

들을 작품에 빈번히 포함시키며 낭만 아이러니와의 연 성을 보여

다.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낭만 아이러니는 낭만주의 시 의 여

러 문학 작품들에서 특징 으로 드러난다.이는 작품의 배경 거리

와 등장인물의 특성을 통해 나타난다. 한,작가 특유의 문체와 서술 방

식도 낭만 아이러니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이는 작품 안에서 독특

한 분 기를 형성하며 독자의 주의를 끄는 요소로서 작용하게 된다.독

자는 서사 흐름에 따라 작품을 하는 가운데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한편,이러한 낭만주의 문학 양식은 당 의 음악에도 향을 미치

게 된다.특히 스스로도 문학가로서의 기질을 갖추었던 슈만은 여러 측

면에서 이를 드러냈다.이에 다음 장에서는 슈만의 작품 피아노 작품

들을 살펴보면서,낭만주의 문학에서 나타난 낭만 아이러니가 어떻게

용될 수 있는지 고찰해보겠다.



-22-

III.작품 연구

슈만의 작품들 피아노 음악들은 슈만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다.피아니스트로서의 꿈이 좌 된 후 약 10년 동안 슈만은 많은 피아노

작품을 남겼다.이들은 슈만의 음악세계를 잘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의 기 피아노 음악은 그가 작곡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향을 받은 문학작품들과의 련성을 보여 다.이들 에는 문학에서

나타나는 낭만 아이러니의 요소를 지닌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슈만

은 이를 다양한 작곡기법들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한 기 피아노 음악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성들은 슈만의 경험들

심리 상태와 연 지어 생각할 수 있다.치셀(JoanChissell)은 “슈

만의 기 피아노 음악은 그의 정서 경험들을 기록한 일기 다”51)고

표 하 다. 한,슈만 자신도 인간으로서의 자아와 음악가로서의 자아

가 자신의 작품 안에서 동시에 말하고 있음을 언 하기도 했다.52)

따라서,‘낭만 아이러니’의 개념이 술 작품에서 사용되는 기법

들을 의미할 뿐 만 아니라 인간의 실존 인 문제와도 연결됨을 상기해

볼 때,슈만의 기 피아노 음악은 여러 측면에서 낭만 아이러니와의

련성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슈만의 기 피아노 작품들 이러한 음악 외

인 요소와도 연결성을 보여주는 표 인 작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분석의 상으로 《 피옹》(Papillons),op. 2, 《카니발》

(Carnaval),op.9,《 타지슈티 》(Fantasiestücke),op.12,《크라이슬

러리아나》(Kreisleriana),op.16의 네 작품을 선택하 다.이들을 통해

슈만의 피아노 음악과 낭만 아이러니의 연 성에 해 밝히고자 한다.

필자는 이 작품들의 체 악곡을 분석하 다.그러나 여기서는 이

51)JoanChissell,Schumann:witheightpagesofplatesandmusicexampleinthe

test,p.100.

52)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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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개별 으로 모두 서술하지 않고,먼 각 작품에서 한 악곡을 선택

하여 이를 서사 흐름에 따라 살펴보겠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악곡

에서 특징 으로 부각되는 작곡기법들을 찾아보겠다.

이어서 이들을 종합 으로 살펴보면서 공통분모를 이끌어내고,이

를 유형화시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다른 악곡들에 해서도 설명하

겠다.이를 바탕으로 슈만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작곡기법 특징들을 낭

만 아이러니의 요소들과 연결시켜 보고자 한다.

1.작품 분석

(1)《 피옹》(Papillons),op.2

1)장 폴의 소설과의 련성

1835년 작곡된 《 피옹》(Papillons),op.2는 장 폴의 소설들

『자유분방한 시 』(Flegeljahre)의 향을 보여 다.이 소설은 등장인

물들의 조 인 성격과 더불어 “이야기의 순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편

인 구문들”53)을 통해 낭만 아이러니의 특성을 드러낸다.

이 소설은 자유로운 성격의 소유자인 발트(Walt)가 정신 으로 성

장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발트는 법학 학 시험을 비하고 있는 24

살의 청년이다.그는 카벨(Kabel)의 유언에 따라 유산 상속자로 지명되

며,이와 함께 주어진 16개의 과제들을 수행하며 사회 역할들을 하나

씩 배워가게 된다.발트는 그 본성이 순진하며 사려 깊은 인물로,풍부한

감성을 지니고 있다.사회성이 부족한 그는 주 세계와 잘 어울리지 못

하지만,그의 뛰어난 상상력은 그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도

록 한다.발트의 몽상 인 특성은 슈만이 추구한 ‘시 인 것’과 연 된다.

53)JohnDaverio,Nineteenth-CenturyMusicandtheGermanRomanticIdeology,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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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발트와 립되는 인물인 그의 둥이 형제 불트(Vult)는 강하

고 열정 인 성격을 가진다.불트는 발트와 달리 어린 시 정통 교육을

포기하 으나,높은 지 수 을 가지고 있다.그는 자신의 의견을 고집

하며 실에 한 비 을 즐긴다.불트는 발트에게 사회성의 부족을 지

하며 주 세계를 돌아보도록 설득한다.

불트와 발트는 장 폴의 립되는 자아를 상징한다.장 폴은 작품

안에서 여러 단편들을 통해 그들의 조와 갈등을 보여주며 이 성을 드

러내고 있다.두 인물은 슈만의 《 피옹》과 련된 63장의 무도회 장

면에서도 함께 등장하며 성격 비를 이룬다.이 부분에서 화두로 나

타나는 것은 그들이 동시에 사랑하고 있는 아름다운 비나(Wina)의 마음

을 얻기 한 경쟁이다.54)

작품의 완성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쓴 편지들에서,슈만은 장 폴

의 소설 『자유분방한 시 』의 결론 부분에 등장하는 무도회 장면이 그

에게 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55)슈만은 먼 지인 스

타 (LudwigRellstab)에게 이 작품의 탄생 배경에 해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 있다.

마음에 『자유분방한 시 』의 마지막 장면-가면 무도회-발트-불트-가면들-비나-불

트의 춤-가면들의 교환-고백들-화-폭로들-서둘러 히 떠남,그리고 사라지는 형제들-

을 마음에 가져와라.나는 자주 마지막 페이지로 되돌아갔다.왜냐하면 마지막은 나에

게 실제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으로 보 기 때문이다-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 채,나는 내 자신을 피아노에서 발견하 으며,따라서 다른 것

이후의 하나의 《 피옹》은 창조되었다.56)

한,슈만은 가족들에게 쓴 편지에서도 소설 『자유분방한 시 』

과 《 피옹》 사이의 계를 강조하 다.

54)JohnDaverio,RobertSchumann-Heraldofa"NewPoeticAge",p.84.

55)EricFrederickJensen,"ExplicatingJeanPaul:RobertSchumann'sProgram for

"Papillons"op.2,19th-CenturyMusic,Vol.22No.2(Autumn,1998),p.127.

56) Letter of 19 April 1832; Robert Schumann, Jugendbriefe, ed. Clara

Schumann[Leipzig,1886],pp.167-68;ibid.,p.137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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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분방한 시 』에 표시된 페시지들60) 악곡 《 피옹》

① 발트의 기쁨 제 1번
② 무도회장으로 들어감 제 2번

③ 거인 부츠 제 3번

④ 희망과 수녀(불트와 비나) 제 4번
⑤ 발트와 비나의 만남 제 5번

⑥ 발트의 비나와의 춤 제 8번
⑦ 불트가 의상 교환을 제안함 제 7번

⑧ 발트가 동의함 제 9번
⑨ 불트가 발트의 춤을 비웃음 제 6번

⑩ 의상 교환에 한 발트의 걱정/불트의 비나와의 춤 제 10번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가능한 한 빨리,장 폴의 『자유분방한 시 』의 마지막 장면을

읽도록 말하라.그리고 《 피옹》이 사실 이러한 무도회를 음으로 번역한 것으로서 의

도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라.그리고나서 그들에게 《 피옹》이 정확하게 비나의 천사

같은 사랑,발트의 시 본질,그리고 불트의 빛나는-날카로운 정신의 어떤 것을 반

하는지 물어라.57)

이와 더불어,슈만은 『자유분방한 시 』에 한 자신의 복사본에

서 10개의 구체 인 부분을 《 피옹》을 구성하는 12개의 악곡 첫

10개에 연결시키며 들에 표시하 다.58)각각의 악곡은 소설 속의 이야

기의 흐름에 따라 배열되어 있으나,슈만은 다음과 같이 순서를 변경하

다.59)

[표 1]소설 『자유분방한 시 』과 악곡 《 피옹》의 계

57)ibid.,p.166;LeonB.Plantinga,SchumannasCritic,p.126재인용.

58)EricFrederickJensen,"ExplicatingJeanPaul:RobertSchumann'sProgram for

"Papillons"op.2,19th-CenturyMusic,Vol.22No.2(Autumn,1998),p.138.

59)젠센에 따르면,슈만이 이와 같이 순서를 변경한 이유는 “각각의 악곡 사이에 나타

나는 음악 차이를 강조하기 해서”이다.;ibid.

60)① 첫 번째 패시지는 의상을 입은 후 발트의 기쁨을 표 한다.-《 피옹》 제 1번.

② 두 번째의 것은 발트가 화려한 무도회장으로 들어갔을 때의 혼란을 묘사한다.-

《 피옹》 제 2번.

③ 세 번째 패시지를 해서,슈만은 기이한 의상에 집 한 패시지를 선택하 다 :

거인 부츠.

④ 네 번째 발췌는 희망의 수녀,불트와 비나의 의상들과 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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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슈만이 이 작품을 작곡하는 데 있어서 장 폴에게서 받은

향은,이러한 내용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음악 인 측면에서도 드러

난다.젠센(EricFrederickJensen)은 1830년 에 작곡된 슈만의 음악에

서 드러나는 장 폴과의 연 성에 해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

다.61)먼 ,슈만은 간결한 주제들을 제시하며 거의 경구와 같은 음악

진술들을 보여주고 있다. 한 슈만은 신비로운 특성과 숨겨진 의미를

포함시키는 것을 좋아한다.새로운 작품들 안에서 이 의 작품들로부터

의 주제 재료들을 인용하는 것도 특징 인 모습이며,심오한 감수성의

요소와 함께 그로테스크한 유머를 자주 병치하는 모습도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

이와 더불어,발트와 불트,비나를 비롯한 여러 등장인물은 이질

인 음악 주제 비되는 기법들을 통해 묘사된다.이는 작품을 변화

무 하게 만든다.

이러한 특징들은 음악 안에서 하나의 지속 인 흐름이 나타나는 것

을 방해하며 청자의 의식을 자극한다.62)슈만은 여러 요소들과 특정한

기법들을 사용하며 상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만들어냈다.이를 통해 작

품 안에서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공존하게 된다.

⑤ 다섯 번째는 발트와 비나의 만남을 묘사한다.

⑥ 여섯 번째는 비나와 춤을 추는 동안의 발트의 기쁨을 묘사하지만,그 패시지를

《 피옹》 제 6번과 련시키는 신,슈만은 그것을 《 피옹》 제 8번과 동일시하

다.

⑦ 이어지는 2개의 표시된 패시지들은 발트와 불트 사이의 의상의 교환과 련된다.

7번은 그의 형제에게 교환에 해 확신시키기 한 불트의 정서 시도와 계된다.

-《 피옹》 제 7번.

⑧ 8번째는 발트의 서두른 동의와 련된다.

⑨ 9번째 발췌는 자신의 형제의 형편없는 춤 실력에 해서 불트가 유머러스하게 언

한 말들이다.-《 피옹》 제 6번.

⑩ 2개의 결론짓는 패시지들은 《 피옹》 제 10번과 계된다.첫 번째의 것은 의상

을 교환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하는 것에 한 발트의 걱정을 묘사하며,

두 번째의 것은 비나와의 불트의 춤의 측면에 집 한다.

;ibid.,p.139.

61)ibid,p.133.

62) 를 들어,슈만의 스승이었던 비크(FriedrichWieck,1785-1873)는 《 피옹》에

해서 “흥미진진하고,새롭고,원래 이고,정신으로 가득하다”라고 언 하 다.;

RobertSchumann,Tagebücher.,p.384 ;PeterOstwald,Schumann-The Inner

VoicesofaMusicalGenius,p.89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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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 조성 박자 빠르기 형식(주제 요소)

서주 D 3/4 Moderato -
1 D 3/4 ♩=120 A-B-A'

2 Eb-Ab 2/4 Prestissimo→ ♩=116서주-A-A'
3 f#-A-f# 3/4 ♩=120 A-A'-A''

4 A-f#-A-f# 3/8 Presto→ ♩=108 A-B-A'

5 Bb 3/4 ♩=80 A-B-A'
6 d-A-D-F-d3/4 ♩=152 A-B-A'-B'-A

7 f-Ab 3/8  =58 A(서주)-B
8 c#-Db 3/4 ♩=132 A-A'-A''-A'

9 bb-Db-eb-bb 3/8 Prestissimo→ ♩=112A-B-B'

10 C-G-C-e-C3/8,3/4
Vivo. =108

→ Piulento.♩=138
A-B-C-C'

11 D 3/4 ♩=112 서주-A-B

12 D 3/4 - A-B-Coda

2)작품의 체 구성

《 피옹》은 12개의 악곡으로 구성되어 있다.각 악곡의 조성

박자,빠르기와 형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 2]《 피옹》의 구성

이 12개의 악곡들은 모두 특징 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지 을 포함

한다.악곡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들은 서로 다른 소재들을 제시하며

구분된다. 한,각 부분 안에서도 갑작스럽게 짜임새의 변화가 나타남으

로써 청자의 의식을 자극한다.

이들 특히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주의를 끄는 악곡은 제 10곡이

다.《 피옹》에서 상 으로 긴 길이를 가진 악곡들 하나인 이 곡

은 여러 개의 주제를 포함한다. 한 이들을 구성하고 장식하는 요소들

역시 다양하게 나타난다.이에,필자는 이 곡의 음악 진행을 살펴보면

서,슈만이 의도 으로 설정한 여러 장치들을 찾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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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 10곡의 분석

C장조의 조성63)으로 되어 있는 이 곡은 마디 1-16의 A부분과 마

디 17-24의 B부분,마디 25-52의 C부분과 이를 유사하게 반복하는 마디

53-82의 C‘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곡에서는 새로운 부분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악상과 템포의 변

화가 두드러진다.A부분은 pp의 악상에서 Vivo.♩=108의 템포로 시작

된다.그러나 마디 14에 제시된 cresc.에 이어서 마디 17부터 시작되는

B부분에서는 악상이 ff로 변화된다.템포 한 Piùlento.♩=138로 바

어 차이를 보인다.한편,마디 25부터 시작되는 C부분은 이 의 템포를

유지하지만,악상이 갑작스럽게 p로 변화되며 그 구분 을 강조하게 된

다.이와 더불어,A부분과 B부분을 마무리하는 마디의 마지막 박에는 쉼

표가 나타남으로써 한 부분의 종결의 느낌을 강화한다.

한,B부분과 C부분은 1개의 공통화음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조

성이 변화되어 시작됨으로써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마디 15-16에서 e단

조의 완 정격종지를 통해 마무리된 A부분에 이어지는 B부분은 마지막

화음이 G장조의 6도 화음이 되어 조된다. 한,마디 25에서 시작되는

C부분은 B부분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마디 24에서 나타난 1도 화음이 C

장조의 5도 화음과 공통화음이 되어 바로 조성이 변화되며 시작된다.이

들은 모두 계조에 해당하지만,1개의 화음을 통해 조가 성립됨으로

써 갑작스러운 변화를 강조하게 된다.

악곡 서주 1곡 2곡 3곡 4곡 5곡 6곡 7곡 8곡 9곡 10곡 11곡 12곡

조성 D D Eb-Abf# A-f#Bb d f-Abc#-Dbbb C D D

63)이는 슈만 자신이 《 피옹》의 제 2곡의 Eb장조와 함께 “자기 괴”의 조성으로 제

시한 것이다.;JohnDaverio,RobertSchumann-Heraldofa"New PoeticAge",

p.89.다베리오 역시 이와 같은 주장을 하 다. 그는 《 피옹》이 D장조의 조성에

서 시작하고 끝나며, 간 부분에 치하는 제 6곡의 조성이 d단조이기 때문에,이 D

조성이 심 임을 강조하 다.그리고 특히 제 2번과 이 10번이 조성 괴리를 강하

게 나타난다고 설명하 다.;ibid.,pp.88-89참조.즉,이 곡은 ‘조성’을 통해서도 부각

된다.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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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피옹》 제 10곡의 A부분의 마지막과 B부분의 시작 부

분 :마디 15-20

<악보 2>《 피옹》 제 10곡의 B부분의 마지막과 C부분의 시작 부

분 :마디 15-24

이와 같은 변화는 한 부분 내에서도 이루어진다.A부분에서는 먼

마디 1-8에서 부 리듬을 포함한 8분 음표 음형들이 특징 으로 나

타난다.이들은 옥타 음정을 포함한 화음들로 구성되며,동음을 반복하

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이로 인해 이 부분은 정 인 모습을 보인다.그

러나 마디 9-16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에서 각각 순차 상행 음형과 하행

음형이 제시됨으로써 앞부분과 차이를 보인다.특히,이 부분에서는 연속

인 딸림화음을 통해 두 마디 단 로 조성이 변화되며,동형 진행을 형

성한다.이는 작은 단편들이 나열된 것 같은 특징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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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피옹》 제 10곡의 A부분 :마디 1-16

한편,B부분에서는 《 피옹》의 제 6곡 마디 7-14를 인용하고

있다.64)제 6곡에서는 pp의 악상에서 A장조로 제시되었던 부분이 이 곡

에서는 ff의 악상에서 G장조로 나타난다.이와 같은 인용 부분은 이

곡이 다시 제시되는 듯한 느낌을 주며 한 작품의 음악 흐름을 변화시

키는 역할을 한다.제 6곡에서와 같이,이 부분에서는 첫 네 마디가 다음

의 네 마디에서 유사하게 반복되며,이들 사이에 다른 구분 을 형성

한다.

<악보 4>《 피옹》 제 10곡의 B부분 :마디 17-24

64)JohnDaverio,RobertSchumann-Heraldofa"NewPoeticAge",p.88참조.

V42/F-I V42/d-i V42/C-I V/e-i

G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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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 피옹》 제 6곡의 B부분 마디 7-14

이어지는 C부분에서는 상성부에서 2분음표들로 구성된 선율이

제시된다. 한 이 선율 아래에는 왈츠 리듬과 아르페지오 음형이 나타

난다.이러한 C부분의 시작 부분에서 특징 인 것은 악센트를 통해 강세

를 변화시키는 모습이다.크렙스(HaraldKrebs)는 이 곡의 마디 25-32에

서 4분음표들에 “다이나믹이 추가됨”65)으로써 음들의 새로운 집합을 형

성하고 있다고 보았다.그는 이를 통해 헤미올라 리듬을 추출해낼 수 있

다고 분석하며,이 부분에서 “박 불 화음”66)이 형성된다고 주장하

다.

<악보 5>《 피옹》 제 10곡의 C부분 마디 25-32

65)HaraldKrebs,"RobertSchumann'sMetricalRevisions",MusicTheorySpectrum,

Vol.19,No.1(Spring,1997),pp.35-54,p.47.

66)이는 크렙스(HaraldKrebs)가 슈만의 음악에서 주어진 박자의 느낌을 변화시키는 부

분들을 지칭하며 사용한 용어이다.;ibid.,p.37.이에 해서는 추후에 더 논의하겠다.

A

B C

G:I(C:V)→I

박

불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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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부분 안에서도 일시 으로 새로운 부분이 제시된다.마디

45에서는 서주의 마디 1에서 제시된 D-F#-B-A의 음형과 동일한 리듬으

로 구성되며,선율 윤곽 한 비슷하게 나타나는 동기가 반복 으로

제시된다.한편,이 에 나타났던 왈츠 반주의 음형은 사라져있다.이 동

기는 높은 음역으로 상승하며 이어서 계속 발 해나가는 것을 기 하게

한다.그러나 마디 48에서 반종지로 마무리 된 이 주제는 마디 49-52에

서 몇 개의 음들이 반음 내려져 조성을 모호하게 하며 유사하게 한 번

더 반복된 뒤 이후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신,마디 53부터는

다시 왈츠 리듬을 가진 음형이 제시된다.따라서 이 부분은 후에 나

타난 왈츠 리듬의 흐름을 일시 으로 단시키는 역할을 하며,C부분 안

에서 탈선 인 장소로서 부각된다.

<악보 6>《 피옹》 제 10곡의 C부분 마디 45-52

<악보 6-1>《 피옹》의 서주 마디 1-2

이탈

임시표를 통한 변화

서주의 음형

D F#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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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53부터는 다시 C부분의 시작 부분의 음형이 나타나며 C'부분

이 이어진다.이 부분은 마디 57에서 1개의 공통화음을 통해 e단조로

조되며,마디 60-61과 마디 67-68에서 불완 정격종지를 보인다.

그러나 마디 68의 1도 화음을 공통화음으로 하여,이어지는 마디

69에서는 C장조의 딸림화음이 나타나며 다시 갑작스럽게 원조로 돌아간

다.이 부분에서는 마디 72까지 제 8곡의 시작 음형이 인용된다.라이만

은 이 부분에 해서 “왈츠 리듬이 ‘정상 으로’결론지어지기 에 8곡

의 동기들에 한 암시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고 표 하 다.67)이후 마

디 73에는 휴지부가 삽입되어 있다.그러나 다음 마디에서는 다시 C부분

과 C'부분에서 주요하게 나타났던 왈츠 리듬이 등장하며 악곡의 끝부분

까지 사용된다.이러한 진행은 마디 69-72부분을 더욱 이질 인 것으로

느껴지게 한다. 한,곡의 간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휴지부는 음악의

흐름을 단시키며,악곡의 후 부분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곡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는 마디 78-79가 마디 80-81에서 유사하

게 반복된다.1도 화음과 6도 화음이 교 로 나타나며 두 부분 사이의

경계를 형성하고,마디 82에서 종지에 이른다.

<악보 7>《 피옹》 제 10곡의 C'부분 :마디 53-82

67)ErikaReiman,Schumann'sPianoCyclesandNovelsofJeanPaul,p.45.

V7 - i

8곡의

시작

음형

C'

C: I(e:VI)→vii°7

V42 i(C:iii)→V

⇒왈츠리듬 재등장 I vi I v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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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1>《 피옹》 제 8곡의 시작 음형 :마디 1

이와 같이 《 피옹》의 제 10곡은 여러 특징들을 통해 흥미로운

모습을 보인다.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조는 여러 부분에서 나타

나며 주의를 끈다. 한,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악상 템포 변화는 새로

운 부분의 출 을 강조한다.새로운 음형을 제시하거나 다른 악곡에서

인용한 부분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악곡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부분들도 찾

아볼 수 있다.이와 더불어,쉼표와 휴지부의 삽입은 후 부분을 분리

시키는 역할을 한다.이러한 각각의 특성들은 《 피옹》의 다른 악곡들

에서도 나타나지만,이 곡에서는 이들이 모두 어우러져 나타남으로써 지

속 으로 청자의 의식을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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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피옹》의 제 10곡

I V/e→i(G:vi)→ I
I(C:V)→I

임시표를 통한 변화

A

V42/F→I V42/d→ i V42/C→
제 6곡 mm.7-14인용B

동형진행

C

서주의 음형

이탈

C'

(C): I(e:VI)→vii°7

V7 - i V42 i(C:iii)→V

8곡의 시작음형

⇒왈츠리듬이 재등장
I vi I vi I

박 불 화음

갑작스러운 휴지부

임시표를 통한 변화

I V7/e→i(G:vi)→ I G:I(C: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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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카니발》(Carnaval),op.9

1)개

《카니발》(Carnaval),op.9는 수난 주일에 행해지는 가면무도회의

장면을 묘사한 곡으로 1835년 작곡되었다.68)이 작품을 구성하는 20개의

악곡들은 무도회의 등장인물들과 그들을 통해 일어나는 사건들을 표 한

다.이들은 특히 슈만이 비평 활동을 하며 고안한 허구 조직인 ‘다비드

동맹’과 연 성을 지닌다.여러 악곡들은 슈만을 비롯한 다비드 동맹의

일원들을 묘사하고 있다.이에 해당하는 것은 슈만의 두 가지 분리된 자

아를 상징하는 제 5곡 ‘오이제비우스’(Eusebius)와 제 6곡 ‘로 스

탄’(Florestan),그리고 동시 의 작곡가를 묘사한 제 12곡 ‘쇼팽’(Chopin)

과 제 16곡의 간주곡에 해당하는 ‘가니니’(Paganini)이다.

한편,제 11곡 ‘키아리나’(Chiarina)는 부인인 클라라 슈만(Clara

Schumann)과 연 되며,제 13곡 ‘에스트 라’(Estrella)는 이 곡의 동기

의 고안에 향을 에르네스티네 폰 리 (ErnestinevonFricken)을

묘사한 곡이다.69)

한,제 2곡 ‘피에로’(Pierrot),제 3곡 ‘아를르켕’(Arlequin),제 7곡

‘코 트’(Coquett),그리고 제 15곡 ‘탈론과 콜롬비네’(Pantalon en

Colombine)는 코메디아 델라르테(commediadell’arte)70)에 등장하는

들을 표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이들을 통해 일어나는 사건들을 묘사한 나머지 악곡

들”71)에 해당하는 것은 제 4곡 ‘우아한 왈츠’(Valsenoble),제 8곡 ‘회

68)JoanChissell,Schumann:witheightpagesofplatesandmusicexampleinthe

test,p.106참조.

69)JohnWorthen,RobertSchumann-LifeanddeathofMusician,p.102참조.워텐

은 제 10곡 ‘A.S.C.H.-S.C.H.A 춤추는 자’(A.S.C.H.-S.C.H.A Lettresdansantes)역

시 에르네스티네의 고향 ‘아쉬’(ASCH)와 슈만의 이름에 포함된 자들로 이들과 함

께 연결된다고 보았다.

70)코메디아 델라르테는 16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서 이탈리아에서 발달한 가벼운 희극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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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Replique),제 14곡 ‘재회’(Reconnaissance),제 16곡 ‘독일 풍의 왈

츠’(Valseallemande),제 17곡 ‘고백’(Aveu),제 18곡 ‘산책’(Promenade),

제 19곡 ‘휴식’(Pause),제 20곡 ‘필리스틴들에 항하는 다비드 동맹의

행진’(MarchedesDavidsbündlercontrelesPhilistins)이다.

이러한 《카니발》에서 특징 인 것은 작품을 구성하는 악곡 체

에서 같은 동기가 등장한다는 것이다.이 작품에는 “4개의 음표를 바탕

으로 한 작은 장면들”(ScenesMignonnessurQuatreNotes)라는 부제가

첨가되어 있다.72)여기에 나타난 “4개의 음표”는 이 작품에서 반복 으

로 나타나는 동기에 해당한다.이 동기는 슈만의 연인이었던 에르네스티

네 폰 리 (ErnestinevonFricken)의 출생지인 ‘아쉬’(ASCH)에서 비

롯된 것이다. 한,이는 슈만 자신의 성 ‘SCHumAnn’에도 포함된 자

이다.73)슈만은 이 동기가 《카니발》의 창작의 기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이는 1834년 포이크트(HenrietteVoigt)에게 쓴 편지에 나타난다.

나는 [에르네스티네의 고향의]이름인 ‘ASCH’가 매우 음악 이며 내 이름 안에서도

한 존재하는 자들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지 발견하 다.그들은 음악 기호들이

었다.74)

이 ‘ASCH’동기는 《카니발》을 구성하는 악곡들의 기 를 이루며 “20

개의 작은 장면들의 도처에 있는 선율들과 화음들 안에서"75)다양한 모

습으로 나타난다.76)이 동기의 3가지 형태는 제 8곡과 9곡 사이에 치

한 ‘스핑크스(Sphinxes)'77)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71)PeterOstwald,Schumann-TheInnerVoicesofaMusicalGenius,pp.115-116.

72)JoanChissell,Schumann:witheightpagesofplatesandmusicexampleinthe

test,pp.105-106.

73)ibid.,pp.80-81.

74)Erler,Hermann.RobertSchumannsLeben.AusseinenBriefengeschildert.Berlin

:Ries& Erler,1887,p.57;PeterOstwald,Schumann-TheInnerVoicesofa

MusicalGenius,p.115재인용.

75)ibid.

76)JohnWorthen,RobertSchumann-LifeanddeathofMusician,p.102.워텐은 다

양한 모습으로 제시되는 동기들이 “ 자들과 음들의 조각들과의 유희를 보여 다”고

표 하 다.

77)이 ‘스핑크스’(Sphinxes)는 연주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닌 것으로 흔히 가정된다.;



-38-

<악보 9>《카니발》 ‘스핑크스’(Sphinxes)

이들 작품의 반부를 지배하는 동기는 ‘A-Eb-C-B’78)이며,후반부에

서는 ‘Ab-C-B’79)가 지속 으로 나타난다.80)음악학자 달하우스에 따르

면,서정 피아노 소품의 구조는 주제가 아닌 동기들에 의해 결정되는

데81),“성격 소품들의 모음”82)으로 구성된 《카니발》에서도 이러한 모

습이 드러난다. 한,음악학자 라이만은 ‘피아노 싸이클’에서 ‘싸이클’이

라는 용어가 각 작품의 특유하게 이질 인 본질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

를 특징짓는 동기 ,조성 ,주제 통일성을 가리킨다고 보았는데83),

《카니발》에서도 동기 아이디어가 재출 하며,작품들 간의 연결성

을 형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각각의 악곡에서 ‘ASCH’동기는 다음

과 같이 제시된다.

LawrenceKramer,MusicasCulturalPractice1800-1900,p.211.

78)이 4개의 음은 독일어 표기에서 ‘a-es-c-h’로 나타나는 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

JohnDaverio,CrossingPaths-Schubert,Schumann,andBrahms,p.66참조.

79)이 4개의 음은 독일어 표기에서 ‘as-c-h’로 나타나는 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ibid.

80)CarlDahlhaus,Nineteenth-CenturyMusic,p.145.

81)ibid.,pp.146-147.

82)EricaReiman,Schumann'sPianoCyclesandNovelsofJeanPaul,p.77.

83)ibid.,p.6.

S-C-H -A AS-C-H A -E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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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 《카니발》의 반부에 제시되는 ‘ASCH’ 동기 :

‘A-Eb-C-B’음의 동기

a.제 1곡 ‘서언’(Preàmbule) 마디 92-99

b.제 2곡 ‘피에로’(Pierrot) 마디 1-8

c.제 3곡 ‘아를르켕’(Arlequin) 마디 1-2

Eb

A Eb C Cb=B A
Eb

C Cb=B

A-S-C-H 동기 S-C A-S-C-H 동기
S-C

A-S-C-H 동기



-40-

d.제 4곡 ‘우아한 왈츠’(Valsenoble) 마디 1-8

e.제 5곡 ‘오이제비우스’(Eusebius) 마디 1-2

f.제 6곡 ‘ 로 스탄’(Florestan) 마디 1

A-S-C-H 동기

CH
S

A

A-S-C-H 동기

A-S-C-H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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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제 7곡 ‘코 트’(Coquett) 마디 4

h.제 9곡 ‘나비’(Papillons) 마디 1

<악보 11> 《카니발》의 후반부에 제시되는 ‘ASCH’ 동기 :

‘Ab-C-B’음의 동기

a.제 10곡 'A.S.C.H-S.C.H.A -춤추는 자'(A.S.C.H-S.C.H.A -

Lettresdansantes) 마디 1

A-S-C-H 동기

A-S-C-H 동기

A-S-C-H 동기



-42-

b.제 11곡 '키아리나'(Chiarina) 마디 1-2

c.제 13곡 '에스트 라'(Estrella) 마디 1-2

d.제 14곡 '재회'(Reconnaissance) 마디 1

A-S-C-H 동기

A-S-C-H 동기

A-S-C-H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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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제 15곡 ' 탈론과 콜롬비네'(PantalonenColombine) 마디 1

f.제 16곡 '독일 풍의 왈츠'(Valseallemande) 마디 1-2

g.제 16곡의 간주곡 ' 가니니'(Paganini) 마디 25

A-S-C-H 동기

A-S-C-H 동기

A-S-C-H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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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제 17곡 '고백'(Aveu) 마디 1

i.제 18곡 ‘산책’(Promenade) 마디 1-2

j.제 20곡 ‘필리스틴들에 항하는 다윗 동맹의 행진’(Marchedes

DavidsbündlercontrelesPhilistins) 마디 1

그러나 이러한 동기는 계속해서 변화하고,특히 매우 다양화 된 리

듬 변형을 가짐으로써 추상 이고 에 띄지 않게 남는다.84) 한,각

84)CarlDahlhaus,Nineteenth-CenturyMusic,p.147.

A-S-C-H 동기

A-S-C-H 동기

A-S-C-H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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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악곡들은 같은 동기를 포함하면서도,여러 음악 요소들을 통해

독자 인 특성을 지닌다.이와 더불어 한 악곡 내에서도 때때로 주를 이

루는 요소와 차이를 보이는 요소들이 제시되고, 상에서 벗어난 음악

진행이 나타나며 “불안정한 지평을 형성한다”85).《카니발》에서는 “진

행과 탈선 사이의,역 과 복 사이의 변증법”86)이 나타나며 청자의 주

의를 끈다.87)

85)LawrenceKramer,MusicasCulturalPractice1800-1900,p.213.크 이머는 이와

같은 악곡의 특징을 “슈만의 통일성과 다원성과의 해체 인 유희”라는 용어를 통해

표 하 다.;ibid.,p.211.

86)ErikaReiman,Schumann'sPianoCyclesandNovelsofJeanPaul,p.77.

87)크 이머는 《카니발》에 해 젠더의 시각에서 논의하 다.그의 설명에 따르면,슈

만은 하나의 동기를 지속 으로 사용하여 통일된 악곡을 구성하는 방식에서,그리고

체 악곡의 시작 부분에 웅장한 도입 주제를 제시하는 모습에서 남성성을 표 하고

있다.반면,작은 악구들이 반복되는 모습과 이를 장식하는 다이나믹 등의 요소는 슈

만이 자신 안에서 인식하고 열망하고 있는 여성성을 보여 다.이와 더불어 여러 악

곡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묘사된다.크 이머는 이러한 특징들이 슈만의 양성애 성

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LawerenceKramer,"Carnaval,Cross-Dressing,and

the Woman in the Mirror";Ruth A.Solie ed.,Musicology and Difference :

GenderandSexualityinMusicScholarship,pp.305-32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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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성 박자 빠르기 형식

1 서언(Preàmbule)

Ab-ab

-Fb-Ab

-Db-Ab
3/4

Quasimaestoso.

♩=138

→Piùmosso.

→Animato.

→ Vivo.→ Presto

서주-A-B-C

-Coda

2 피에로(Pierrot) Eb 2/4 Moderato.♩=144
A-B-A

-Coda
3 아를르켕(Arlequin) Bb 3/4 Vivo. =96 A-B-A

4
우아한 왈츠

(Valsenoble)

Bb-g

-Bb
3/4

Unpoco

maestoso.♩=138
A-B-A'

5
오이제비우스

(Eusebius)
Eb 2/4

Adagio♩=69

→ Piùlento
A-A'

6 로 스탄(Florestan)g-Bb-g3/4

Passionatao.

 =88

→Adagio

→(atempo)

→Adagio

→(atempo)

A-B-Coda

7 코 트(Coquett)

Bb-Eb

-Bb-c

-g-Bb
3/4 Vivo =63 서주-A-B-A'

8 회답(Replique)
Bb-d

-Bb-g
3/4 L'istessotempo.A-B

*스핑크스(Sphinxes)- - - -

9 나비(Papillons) Bb 2/4
Prestissimo.

♩=152.
A-B-A

2)작품의 체 구성

《카니발》의 체 인 악곡 구성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 3]《카니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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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S.C.H-S.C.H.A -

춤추는 자

(A.S.C.H-S.C.H.A-

Lettresdansantes)

Eb 3/4 Presto. =92 A-B

11키아리나(Chiarina) c-Eb-c3/4 Passionato. =56A-B-A

12쇼팽(Chopin)
Ab-f

-Ab
6/4 Agitato.♩=168 A-B

13에스트 라(Estrella) f-C-f 3/4

Conaffetto.

 =80

→ Piùpresto

→ Conaffetto.

 =80

A-B-A'

14재회(Reconnaissance)

Ab-ab

-Ab-B

-Ab
2/4 Animato♩=100 A-B-A'

15

탈론과 콜롬비네

(Pantalonen

Colombine)

f-Db-f

-F-f
2/4

Presto.♩=116

→ MenoPresto

→ Presto.♩=116

A-B-A'

-Coda

16

독일 풍의 왈츠

(Valseallemande)

*간주곡 : 가니니

(Intermezzo:

Paganini)

Ab-f

-Ab-f-

Ab

3/4

→2/4

→3/4

Moltovivace.

♩=184

→ Presto.♩=104

→ Moltovivace

A-B-A'

-Intermezzo

(C-D-C')

-A-B-A'

17고백(Aveu)
f-Ab-f

-Ab
2/4 Passionato.♩=88 A-B-A

18산책(Promenade)

Db-bb-

f-Bb-F

-bb-Db
3/4 Comodo.♩=176 A-B-A'

19휴식(Pause) Ab 3/4 Vivo. =104 A-B

20

필리스틴들에

항하는 다윗 동맹의

행진 (Marchedes

Ab-c

-Db-Eb

-c-f

3/4

NonAllegro.

♩=116

→ piùvivo.

서주-A-B-A'

-B'-C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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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sbündlercontre

lesPhilistins)

-Ab-f-

Ab

→Animato

→Vivo→Animato

molto→Vivo.

→ Piùstretto.

이 20개의 악곡들 특히 여러 부분에서 흥미로운 모습이 나타나

는 곡은 제 6곡 ‘로 스탄’(Florestan)이다.충동 인 성격을 지닌 로

스탄을 묘사한 이 곡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의 교 와 반복이 특히 두드

러진다.이와 더불어 악곡의 시작 부분에는 ‘Passionato’88)라는 표기가

나타나 있어 로 스탄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이 곡의 진

행을 분석함으로써,우리는 여러 차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88)‘Passionato’는 ‘정열 으로’라는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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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 6곡 ‘ 로 스탄’의 분석

《카니발》 제 6곡 ‘로 스탄’은 마디 1-30의 A부분과 마디

31-46의 B부분,그리고 마디 47-58의 코다로 구성되어 있다.g단조의 딸

림 9화음 에서 곡을 시작하는 첫 마디에는 연속 인 8분음표 음형을

통해 ‘A-S-C-H’동기가 제시된다.여기서 9음에 해당하는 Eb음은 해결

되지 않고 다음 마디의 마지막 박에서도 나타난다. 한,이 마디 2에서

는 8분음표에 이어 2분음표가 나타나며 당김음 리듬을 형성한다.이 2분

음표는 sf로 강조되며,Eb음에도 악센트가 추가되어 있어 불 화의 느낌

을 강화한다.

마디 3-4는 마디 1-2를 유사하게 반복한다.그러나 마디 4에서는

마디 2와 달리 4분 음표로 변화된 F#음에 이어지는 C음이 매우 높은 음

역으로 도약하여 제시되며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어지는 마디 5에서는 1도 화음이 나타나지만,제 2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5도 화음의 해결의 느낌은 약화된다.오른손의 세 번째

박에 등장하며 다음 마디까지 이어지는 C음 역시 악센트로 표시되어 강

조되며 g단조 으뜸화음의 성격을 흐리게 한다.이러한 가운데 오른손 선

율은 다시 연속 으로 하행하며 원래의 음역에 이른다.

마디 5-6에서 나타난 이 1도 화음은 Bb장조의 6도 화음과 공통화

음으로 기능하며 조과정의 한 부분을 형성한다.마지막 박의 부속화음

을 거쳐 마디 7에서는 5도 화음이 등장한다.

마디 7-8은 이 5도 화음 에서 마디 1-2의 오른손 선율이 마지막

음만 F로 변화되어 다시 제시된다.마디 8의 두 번째 박에서 나타나는

이 F음은 마디 2와 마디 4의 두 번째 박에서 제시된 음들처럼 긴 음가

를 가지며 강세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동일하게 나타난 sf의 표시

는 이 음을 더욱 강조한다.이와 같이 같은 선율이 다른 조성에 포함된

화음에서 반복되는 부분은 새로운 느낌을 주며 주의를 끌게 된다.이러

한 반복은 부분들 사이의 경계를 형성하며 한 부분을 더 작은 단 로

편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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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도 화음은 다음 마디인 마디 9에서도 제시된다.이 마디에서는

이 화음 에서 《 피옹》 제 1곡의 왈츠 선율이 인용된다.89)그러

나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일시 으로 여러 변화가 나타난다.템포는

Adagio로 변하며,악곡의 특성 역시 “ 로 스탄의 란의 분출”과 같은

모습에서 "다정한 느낌의 왈츠"90)로 바 다.이와 더불어 조성 역시 g단

조에서 Bb장조로 변화된다.91)이와 같이 특정 부분이 다른 맥락에

서 제시되는 모습92)은 낯선 느낌을 주며 청자의 의식을 자극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세 마디에 걸쳐 나타난 5도 화음은 《 피옹》에서와 같

이 F#음으로 반음 상행하는 진행을 보인다.그러나 여기서 이 F#음은 이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며,다시 g단조의 감7화음으로서 기능한다.Bb장조

의 1도 화음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새로운 조성의 확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악보 12> 《카니발》 제 6곡 ‘ 로 스탄’(Florestan)의 마디

1-10

89)JulianRushton,"Musicandthepoetic";Jim Samson편,TheCambridgeHistory

ofNineteenth-CenturyMusic,p.169.

90)ibid.

91)JohnDaverio,Nineteenth-CenturyMusicandtheGermanRomanticIdeology,p.

59.다베리오는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이 부분은 실제 인용이 아닌 것으로 밝 진

다”고 표 하 다.그는 이 부분을 “인용의 가장”으로 묘사하 다.;JohnDaverio,

RobertSchumann-Heraldofa"NewPoeticAge",pp.91-92.

92)다베리오는 한 이를 “회피된 상기”로 지칭하 다.;JohnDaverio,CrossingPaths

-Schubert,Schumann,andBrahms,p.61.

A
A-S-C-H 동기

g:V9

미해결

당김음

음역 비

i64 Bb:V7 - vii°7/g

《Papillons》,op.2

제 1곡의 왈츠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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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1>《 피옹》 제 1곡의 왈츠 선율 :마디 1-4

이어서,마디 10의 마지막 박부터 마디 18까지는 마디 1-9가 그

로 반복된다.마디 19에서는 다시 Adagio로 템포 변화가 나타나며,

마디 9에서와 같이 《 피옹》 제 1곡의 왈츠 선율이 다시 Bb장조의

5도 화음에서 제시되기 시작한다.이 인용 부분은 마디 22까지 이어지

며,선율의 좀 더 많은 부분이 나타나지만,역시 Bb장조의 조성은 확립

되지 않고 마디 23에서 다시 본래의 템포와 g단조 조성으로 돌아간다.

이와 같이 Bb장조의 조성이 여러 차례 암시되지만 조가 성립되지는

않는 모습은 이 부분을 더욱 낯설게 느껴지게 한다.

<악보 13> 《카니발》 제 6곡 ‘ 로 스탄’(Florestan)의 마디

19-24

Bb:V g:V

《Papillons》,op.2

제 1곡의 왈츠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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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23-29까지는 역시 마디 1-7이 그 로 반복된다.그러나 마디

30에서는 변화가 나타난다.이 부분에서는 마디 8의 선율 아래에 이 까

지는 확립되지 않았던 Bb장조의 조성의 1도 화음이 등장하며 조가 성

립되는 모습을 보인다.이러한 정격종지는 화성의 미해결과 새로운 조성

의 암시를 통해 체 으로 모호한 조성의 느낌을 가진 A부분에서 특히

부각된다. 한,유사한 선율에 다른 화성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 부분

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느낌을 주며 청자의 의식을 자극하게 된

다.

<악보 14> 《카니발》 제 6곡 ‘ 로 스탄’(Florestan)의 A부분

의 종지 :마디 26-30

이 Bb장조의 조성에서 마디 31부터 이어지는 B부분에서는 새로운

음형이 나타난다.최상 성부에서는 두 번째 박부터 4분음표와 8분음

표가 제시되며 3박자의 강세를 변화시킨다.마디 32에서도 첫 박의 8분

음표와 두 번째 박의 2분음표로 구성된 당김음 음형이 나타난다.

이어지는 마디 33-34에서는 마디 29-30과 같이 Bb장조에서 마디

7-8의 선율이 제시된다.그러나 마디 29와 달리 마디 33에서 처음부터 1

도 화음이 등장하며 다시 차이를 보인다.

g:V42 i64 (Bb:vi6)V6/V V7 I



-53-

<악보 15> 《카니발》 제 6곡 ‘ 로 스탄’(Florestan)의 B부분

마디 29-34

이어서 마디 31-32에서 나타났던 오른손의 음형이 반복 으로 제

시된다.이 음형은 마디 35-36과 마디 39-40,마디 41-42와 마디 43-44,

마디 45-46에서 화성과 조성을 달리하며 나타난다.이와 같이 두 마디

단 의 부분이 음향을 달리하여 등장함으로써,각 부분은 작은 편들로

나 어지게 된다. 한,이 음형이 반복 으로 제시됨에 따라 B부분의

두 마디 한 마디에서는 항상 두 번째 박에 강세가 나타나게 된다.이

는 한 부분 체에서 악곡에서 주어진 3/4박자의 강세를 변화시킨 것으

로 특징 으로 부각된다.

Bb:V I Bb: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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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카니발》 제 6곡 ‘ 로 스탄’(Florestan)의 B부분

마디 35-46

마디 47부터는 A부분의 요소를 활용한 코다 부분이 나타난다.코

다는 이 곡의 마디 1-2가 두 번 제시되며 시작된다.이어서 마디 51-54

에서는 마디 47의 오른손 음형이 분할되어 두 음씩 나타나며 변화를 주

고 있으며,그 마디 51-52에서는 ‘A-S-C-H’동기가 사용된다.이러

한 모습은 각각의 음악 재료의 편 성격을 강화한다.

Bb:I-6vi

Bb:ii(c:i)→ V64 i(Eb:vi)→ V

I(g:VI)→Ger.6V

VI Ger.6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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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카니발》 제 6곡 ‘ 로 스탄’(Florestan)의 코다 부

분 마디 47-54

이 곡에서 가장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은 곡을 마무리하는 다음 네

마디이다.이 부분에서는 아무런 박자 표시 없이 갑작스럽게 2/4박자로

의 변화가 나타난다. 성부에서는 마디 1-2에서 나타났던 음들이 음역

이 변화되어 옥타 화음으로 제시된다.이 부분에서는 이 음들 사이에

쉼표가 삽입되어 이 에 나타났던 동기를 다시 편화시킨다.한편,

아래 성부에서는 이 부분과 같이 계속해서 동음 반복 음형이 나타난

다.이 부분을 구성하는 g단조의 5도 화음은 해결되지 않은 채,악곡이

그 로 끝나고 있다.이는 청자로 하여 으뜸화음의 출 을 기 하게

하며 곡이 마무리되지 않고 갑자기 단된 느낌을 다.이러한 모습은

긴장감을 조성하게 된다.

<악보 18> 《카니발》 제 6곡 ‘ 로 스탄’(Florestan)의 코다 부

분 마디 55-58

Coda =mm.1-2 A-S

C-H

변박

v9

A-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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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카니발》 제 6곡 ‘로 스탄’에서는 상에서 벗

어난 부분들이 나타나며 주의를 끈다.해결을 요구하는 음들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과 주어진 박자의 강세를 변화시키는 부분들은 로 스탄의

자유로움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이와 더불어 짧은 길이를 지닌 요

소들이 계속해서 반복 으로 나타남에 따라 형성되는 부분들 사이의 경

계와,이후 새로운 요소들이 등장함으로써 나타나는 변화의 지 들은 청

자의 의식을 자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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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카니발》 제 6곡 ‘ 로 스탄’(Florestan)

A

A-S-C-H 동기

g:V9 당김음

미해결

음역 비

i64

《Papillons》,op.2

제 1곡의 왈츠 선율

vii°7/g

=mm.1-9

《Papillons》,op.2 제 1곡의 왈츠 선율

Bb:V g:V

=mm.1-7

V42 i64 (B
b:vi6)V6/V

V7 I

B

I - Bb:I -6vi

I(g:VI)→Fr.6V
ii(c:i)→ V64 i(Eb:vi)→ V

VI Fr.6V

Coda

=mm.1-2

A-S

C-H
A-S-C-H 변박

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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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지슈티 》(Fantasiestücke),op.12

1)E.T.A 호 만의 소설과의 련성

1837년-1838년 작곡된 《 타지슈티 》(Fantasiestücke),op.12는

E.T.A호 만과 연 성을 지닌다.먼 ,이 작품의 제목은 E.T.A호

만의 『칼롯 풍의 환상 소품집(PhantasiestückeinCallot'sMannier,

1814-1815)』에서 비롯되었다.93)칼롯은 바로크 시 의 화가로,그의 작

품에서는 인간 세계와 동물 세계와 같이 서로 다른 소재들이 비를 이

루는 모습이 특징 으로 나타난다.호 만이 사용한 ‘칼롯 풍’이라는 표

은 이와 같은 이질 인 요소들의 공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이 작품에서는 단편 성격과 자아분열 특성이 나타나며 낭만

아이러니의 요소를 드러낸다.이 작품에서 특히 슈만의 《 타지슈티

》와 련된 것은 제 3권에 수록된 <황 단지(DergoldenTopf)>이

다.

<황 단지>에 등장하는 인물은 주인공인 안젤무스와 사과 장수

노 ,안젤무스의 후원자인 울만 교감과 그의 딸 베로니카,서기 헤어

란트,문서과장 린트호르스트와 그의 딸 세르펜티나이다.94)이들은 각

자 독특한 개성을 지니며 작품 속에서 서로 비되는 특성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작품에서는 여러 립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먼 등장인물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학생인 안젤무스는

정신 세계와 낭만 세계를 상징하며 비천하고 고단한 실을 나타내

는 사과장수 노 와 립된다. 한,안젤무스의 연인들인 세르펜티나와

베로니카는 각각 환상의 세계와 실의 세계의 립을 보여 다. 울만

교감과 헤어 란트 역시 실을 상징하는 인물들로 볼 수 있다.

동화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립구조는 동화 세계와 실 세

계와의 립이다.안젤무스가 느끼는 록빛 뱀과의 사랑,황 항아리

93)이 작품의 서문은 장 폴에 의해서 집필되었다.

94)세르펜티나는 안젤무스의 환상 속에서는 록빛 뱀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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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겪는 일 등은 동화 세계를 나타내며,반면에 베로니카와의 사

랑,린트호르스트 집에서의 작업 등은 주인공을 다시 실세계로 돌려놓

는다.

즉,<황 단지>에서는 정신 ,동화 ,환상 세계와 이와 비되

는 실 세계가 교 되며 나타난다.서로 다른 성격의 세계들이 한 작품

에 공존함으로써 독자는 다양한 분 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이질 인 부분들이 공존하는 모습은 슈만의 《 타지슈

티 》에서도 나타난다.각각의 악곡은 독자 인 특성을 지니며 독립성

을 지닌다. 한,하나의 악곡 안에서도 세부 부분들은 각각 다른 느낌을

형성한다.이는 이 부분의 진행을 단시키며 악곡의 흐름을 변화시키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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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성 박자 빠르기(나타냄말) 형식

1
녁에

(DesAbends)
Db-E-Db 2/8

Sehr innig zu

spielen

A-B-A-B

-Coda

2
비상

(Aufschwung)

f-Db-f-Bb

-f-Ab-f
6/8 Sehrrasch

A-B-A-C

-A-B-A'

2)작품의 체 구성

《 타지슈티 》는 총 8개의 악곡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부분의 악곡들은 2부 형식 는 3부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한,제 2곡과

제 4곡,그리고 제 5곡은 소나타 론도 형식으로 구성되어 당시 슈만이

심을 가졌던 소나타 형식의 향을 보여 다.95)

다베리오는 이와 같은 소나타 형식을 ‘고귀한’형식으로 부르며,더

큰 는 ‘고귀한’형식에 한 당시의 슈만의 심은 슈만 특유의 피아노

음악을 한 수단으로써 요구된 것임을 주장하 다.96) 한,라이만은

슈만이 지녔던 고 요소들에 한 지식이 이 시기 슈만의 작품들을

한 요한 시 석이 되었다는 을 강조하며,그의 작품들은 고

형식과의 즉각 이고 지속 인 연결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 다.97)

라이만은 다베리오와 같이 이러한 소나타 양식을 ‘더 고귀한 형식’으로

지칭하고,슈만이 이와 함께 사용하 던 왈츠 등의 춤곡 양식을 ‘더

한 형식’이라고 부르며,이 시기 슈만의 작품 세계에서는 고귀한 형식과

한 형식들이 공존하고 있음에 주목하 다.

이와 같은 형식 내에서 악곡을 구성하는 세부 부분들은 구분하기

쉽게 형성되어 단순 명료한 체 틀을 악할 수 있게 한다.

[표 4]《 타지슈티 》의 구성

95)슈만은 1835년 이후,소나타 형식으로 된 곡들을 그의 작품들에 있어서 심 인 요

소로 만들었다.;ErikaReiman,Schumann'sPianoCyclesandNovelsofJeanPaul,

p.7.

96)JohnDaverio,RobertSchumann-Heraldofa"NewPoeticAge",p.92.

97)ErikaReiman,Schumann'sPianoCyclesandNovelsofJeanPaul,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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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Warum?) Db-f-Db 2/4 Langsam undzart A-B-A

4 변덕(Grillen)

Db-f-Ab

-f-Db-Gb

-A-F#-Eb

-Gb-Db-f

-Db

3/4 MitHumor
A-B-A-C

-A-B-A

5
밤에

(InderNacht)

f-F-bb-gb

-f
2/4

MitLeidenschaft

-Etwaslangsamer

-TempoI

A-B-A-C

-A-B'-A

-Coda

6 우화(Fabel)

C-G-C-a

-d-g-C

-G-C

2/4

Langsam-Schnell

-Langsam-Schnell

-TempoI-Langsam

A-B-A'

7
꿈의 얽힘

(Traumes-Wirren)

F-Bb-F

-Db-Gb-F
2/4 Aeusserstlebhaft

A-B-A

-Coda

8
리트의 끝

(Endevom Lied)

F-Bb-F

-Db-F
4/4

Mitgutem Humor

-Etwaslebhaft

-TempoI

A-B-A'

-Coda

그러나,라이만에 따르면,이 작품에는 이러한 고 주의 특성과

더불어 낭만주의 특성이 공존한다.98)간결한 형식 안에서 많은 음악

장치들은 낭만주의 음악에서 나타난 자유로움을 보여 다.낭만주의 시

의 작곡가들은 고 주의 시 의 음악의 장르와 형식을 그 로 사용하

면서도 이 시 와 구별되는 새로운 특징들을 보여주었는데,슈만의 음

악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이는 특히 조성과 화성의

사용에 있어서 두드러진다.슈만은 이들을 통해 갑작스러운 변화 지 들

을 만들어냈다. 한,특정한 곳에서 나타나는 리듬 박자의 요소는 자

연스러운 흐름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형성하며 주의를 끈다.이와 더불어,

한 작품 안에서는 하나의 주제가 발 을 통해 곡을 형성해나가기보다는

제한된 몇 가지 요소들이 변화 없이 집요하게 반복됨으로써 악곡의 부분

들을 채워간다.세부 인 각 부분들은 1-2개의 음형으로 변화 없이 구성

98)ibid.,pp.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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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이에 따라 새로운 음형으로 이루어진 새 부분이 제시되고,마찬가

지로 그 새로운 요소가 지속 으로 나타나면 각 부분들 사이의 경계는

더욱 부각된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특히 제 6곡 ‘우화’(Fabel)에서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이 곡에서는 짧은 부분 안에서 다양한 모습이 공존하며 악곡의

흐름이 지속 으로 변화된다.필자는 이와 같은 모습을 형성하는 요소들

을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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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 6곡 ‘우화’(Fabel)의 분석

이 곡은 오이제비우스와 로 스탄 특성을 가진 부분들의 교

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다.이는 주제 요소들과 더불어 악상 템포의

변화를 통해 표 된다.이 곡은 마디 1-28의 A부분과 마디 29-69의 B부

분,그리고 마디 70-89의 A'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그 안에서 4가지

의 특징 인 주제 요소 a,b,c,d가 등장한다.이들은 재 없이 나열

되어 악곡은 분 기의 격한 변화를 보이게 된다.

먼 ,C장조로 시작되는 A부분에서는 두 가지 주제 요소 a와 b가

제시된다.마디 1-4에서 p로 나타나는 주제 요소 a는 느린 템포에서

순차 상행 후 하행하는 모습을 보인다.악구를 구성하는 음들이 이음

로 연결되어 나타나며 서정 인 분 기를 형성한다.이는 슈만의 분리된

자아 오이제비우스 특성을 보여 다.

<악보 20> 《 타지슈티 》 제 6곡 ‘우화’(Fabel)의 A부분에서

제시되는 주제 요소 a:마디 1-4

이어서 8분쉼표가 나타나며 한 주제의 제시가 마무리된 느낌을

강조한 뒤,마디 4의 마지막 박부터는 갑작스럽게 빠르게 변화된 템포에

서 두 번째 주제 요소 b가 등장한다.악구를 시작하는 두 음 E와 D음

이 이음 로 연결된 것을 제외하고는 많은 음들에 스타카토가 추가되어

있어 주제 요소 a와 차이를 보인다.이는 경쾌한 느낌을 주며,앞서 표

A

C:

주제 요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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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오이제비우스와 조되는 성격을 지닌 로 스탄 특성을 드러낸

다.pp의 악상으로 변화되어 제시되는 이 주제에서는 하행 도약 후 동음

을 반복한 뒤 반 로 상행하는 음형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비되는 부분이 나타난다.마디 10에

서는 같은 방향으로 연속 으로 도약하며 부각되는 음형이 나타난다.이

음형은 악구의 시작 음들처럼 이음 로 연결되어 있어 그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악보 21> 《 타지슈티 》 제 6곡 ‘우화’(Fabel)의 A부분에서

제시되는 주제 요소 b:마디 4-12

이 부분은 마디 11-12에서 정격 종지를 형성하며,이어서 주제

요소 a가 G장조에서 다시 느린 템포로 등장한다.C장조와 G장조는 계

조에 해당하지만,1개의 화음을 공통화음으로 하여 짧은 시간에 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변화는 두드러진다. 한,악상과 템포의 변화는

그 차이를 더욱 강조하게 된다.이 부분에서 mf의 악상으로 나타난 주제

요소 a는 처음 등장했을 때와 달리 한 번 더 반복된다.

마디 20부터는 주제 요소 b가 다시 빠른 템포로 제시되며,악상

은 p로 변화된다.조성 역시 1개의 공통화음을 통해 C장조로 돌아간다.

이와 같은 C장조와 G장조 조성의 연속 인 교 는 다른 조성이 나열된

주제 요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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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을 강조하며 후 부분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이는 주제 요

소 악상과 템포의 변화와 어우러져 부각된다.

<악보 22> 《 타지슈티 》 제 6곡 ‘우화’(Fabel)의 A부분

마디 11-25

이어서,마디 29부터 시작되는 B부분은 a단조로 조되어 나타난

다.이는 A부분을 마무리한 C장조의 나란한 조로서,C장조의 6도 화음

이 a단조의 1도 화음과 공통화음이 되어 조성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와 같이 1개의 공통화음을 통해 장조에서 단조로 이동하

며 새로운 부분으로 이어지는 진행은 짧은 시간 안에 악곡의 색채를 변

화시키며 후 부분 사이에 구분 을 형성한다.

B부분의 시작 부분에서는 주제 요소 c가 등장한다.오른손에서는

상 으로 긴 음가의 당김음 리듬이 제시되며,왼손에서는 16분음표들

로 구성된 동음 반복 음형이 주를 이룬다.

(A)

C:

I(G:IV)→ I
V7 I(C:V)

→ ii6 V7

(주제 요소 b)

주제 요소 a 주제 요소 a반복

주제 요소 b

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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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 타지슈티 》 제 6곡 ‘우화’(Fabel)의 A부분의 마

지막과 B부분의 시작 부분 :마디 26-33

마디 41에서는 새로운 주제 요소 d가 등장한다.주제 요소 d는

동음 반복 음형과 상행 후 하행하는 분산화음을 포함하는 새로운 음형으

로 구성된다.

<악보 24> 《 타지슈티 》 제 6곡 ‘우화’(Fabel)의 B부분에서

제시되는 주제 요소 d:마디 41-48

B

vi(a:i)→V65i V65

i

주제 요소 c

C:

(A)

주제 요소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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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마디

A 부분

마디

A'

주제 요소 조성 주제 요소 조성

1-4 a C 70-77 b C
4-12 b C 78-81 a G

13-16 a G 82-85 a C
17-20(반복)a G 86-89(연장부분) a C

20-28 b C

이어서 마디 53에서는 주제 요소 c가,마디 61에서는 주제 요

소 d가 변형되어 반복되며 B부분을 마무리하게 된다.

마디 70부터 시작되는 A'부분에서는 A부분과 달리 주제 요소 b

가 먼 C장조에서 나타난다.이어서,주제 요소 a가 G장조에서 느린

템포로 등장하고,C장조에서 다시 반복되며 곡을 마무리한다.이는 주제

요소 a가 C장조에서 먼 나타난 뒤 주제 요소 b가 등장하고,이어

서 주제 요소 a가 다시 G장조로 나타난 후 다시 C장조로 조되어

주제 요소 b가 등장한 A부분과 순서를 바꾸고,b부분의 반복은 생략

한 것이다.

즉,이 곡은 악곡을 시작했던 부분이 연장을 통해 성격이 변화되고,

그 부분을 통해 곡이 마무리됨으로써 주제 기능의 변화를 보여 다.

한,반복 부분이 생략됨으로써 형식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 축소된 모

습을 형성한다.이러한 변화는 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청자의 주의를

끌게 되며,독립 인 특징을 지닌 각 부분을 더욱 부각시키게 된다.

[표 5]《 타지슈티 》 제 6곡 ‘우화’(Fabel)의 A부분과 A'부분

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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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 타지슈티 》 제 6곡 ‘우화’(Fabel)의 A부분 :마

디 1-28

A a b

a'
b

C: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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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타지슈티 》 제 6곡 ‘우화’(Fabel)의 A'부분 :마

디 70-89

이와 같이 《 타지슈티 》의 제 6곡에서는 4개의 다른 주제들이

교 로 제시되며 체 악곡을 작은 부분들로 구분하고 있다.이와 함께

나타나는 악상 템포 변화는 각 부분들의 독립성을 더욱 강조한다.이

에 따라 악곡은 편 성격을 드러내며 지속 인 변화를 보이게 된다.

A' b

a'C:

G:a

C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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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타지슈티 》 제 6곡 ‘우화’(Fabel)

A
주제 요소 a

주제 요소 b

C:

주제 요소 a' 주제 요소 a'반복 주제

요소 b

I(G:IV)→ I V I(C:V)

→ ii6 V

(C:)

B 주제 요소 c

vi(a:i)→V65i- V65

i

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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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요소 d

주제 요소 c

주제 요소 d

주제 요소 bA'

C: 주제 요소 a'

주제 요소 a

C:

G: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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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크라이슬러리아나》(Kreisleriana),op.16

1)E.T.A 호 만의 소설과의 련성

《크라이슬러리아나》(Kreisleriana),op.16은 E.T.A.호 만의

소설 『크라이슬 리아나』(Kreisleriana)와 『수고양이 무어의 인생에

한 견해와 우연히 갈피지에 삽입된 악장 요하네스 크라이슬러의 단편

기』(LebensAnsichtendesKatersMurrnebstfragmentarischer

BiographiedesJohannesKreislerinzufälligenMakulaturblätter)99)에서

향을 받아 1838년 작곡된 작품이다.

두 작품에는 호 만 특유의 술 특성이 반 되어 있다.호 만

은 낭만주의 시 의 술가의 특성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는 문학가이

다.그는 술을 통해 자아를 드러내고자 하 으며,이를 해 가상의 인

물인 요하네스 크라이슬러(JohannesKreisler)를 고안하 다.100)크라이

슬러는 실에 응하지 못하며 삶을 고통스럽게 생각하고,이상세계를

동경하는 낭만주의 시 의 술가의 특징을 보여 다.괴 한 궁정악장

으로 활동하던 그 자리에서 쫓겨난 크라이슬러는 외부 사회와 내면의

열정 사이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며 분열된 자아의 모습을 보인

다.101)안정 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는 기를 드러내며 불안을 표출하

기도 한다.크라이슬러는 이 두 소설에도 등장한다.이와 더불어 두 작품

99)이 작품은 슈만의 《 타지슈티 》에 향을 <황 단지>(DergoldenTopf)와 함

께 『칼롯풍의 환상소품집』(PhantasiestückeinCallot'sManier,1814-1815)에 수록

되어 있다.이하 『수고양이 무어의 인생 』으로 약칭하겠다.

100)슈만은 1839년 3월 15일 시모닌(SimonindeSire)에게 쓴 편지에서 크라이슬러에

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크라이슬러는 기이하고,야만 이면서 재능이 있는 가

이다.”;RobertSchumannsLebenausseinenBriefen,geschildertvon Hermann

Erler,Berlin[1886].VolumeI,p.191;RobertSchmann;ed.byKonradWolff;tr.by

PaulRosenfeld,OnMusicandMusicians,p.259재인용.

101)주인공의 이름 크라이슬러(Kreisler)는 ‘돈다’는 의미의 동사 kreisleln에서 비롯되었

다.이는 “떠도는 사람”으로 번역할 수 있다.;홍정수,「E.T.A 호 만의 음악미학 -

소설 『크라이슬러리아나』를 심으로」,『음악이론연구』 제 3호,pp.124-125.즉,

이는 세상 어느 곳에도 안주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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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도입(편집자 서술)

1.악장 요하네스 크라이슬러의 음악 번민

(Johanneskreislers,desKapellmeistersmusikalischeLeiden)

2.사랑스런 어두운 그림자여!(Ombraadorata!)

3.음악의 높은 가치에 한 생각

(GedankenüberdenhohenWertderMusik)

4.베토벤의 기악음악(Bethoven'sInstrumentalMusik)

5.극도로 흩어지는 생각들(HochstzerstreuteGedanken)

6.완벽한 장인(DervollkommeneMaschinist)

2부
도입(편집자 서술)

1.악장 크라이슬러에게 보내는 남작 발보른의 편지

(BriefdesBaronsWallbornandenKapellmeisterKreisler)

2.남작 발보른에게 보내는 악장 크라이슬러의 편지

(BriefdesKapellmeistersKreislerandenBaronWallborn)

에서는 이질 이고 조 인 요소들의 공존과 립,분열된 자아의 모습

으로 인해 나타나는 긴장과 갈등 모순,부조화 등이 드러난다.이러한

특징들은 여러 측면에서 낭만 아이러니와 연결 을 형성한다.

먼 ,소설 『크라이슬 리아나』에는 크라이슬러의 음악에 한

고뇌와 실에서 느끼는 갈등이 나타나 있다. 체 2부 13편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명확한 거리를 드러내지 않고 여러 단편들을 나열한다.

한,작가 호 만이 작품에서 편집자로 등장하며 크라이슬러를 통해 자신

의 사상을 표출하고 있는 도 특징 이다.작품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표 6]소설 『크라이슬 리아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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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크라이슬러의 음악 -시 인 모임

(Kreisler'smusikalische-poetischerKlub)

4.교육받은 은이의 이야기

(Nachrichtvoneinem gebildetenjugenMann)

5.음악의 직(DerMusikfeind)

6.사키니(Sacchinis)에 의한 진술과 소 말하는 음악의 효과에 하여

(übereinem AusspruchSacchinisundüberdersogenanntenEffekt

inderMusik)

7.요하네스 크라이슬러의 수업증서(JohannesKreislersLehrbrief)

한편,소설 『수고양이 무어의 인생 』은 고양이 무어와 크라이슬

러의 이야기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 작품이다.크라이슬러가 키우는 리

한 고양이인 무어는 자서 을 집필하면서 책갈피로 주인의 일기장을 사

용한다.무어는 크라이슬러의 번민과 고백이 담긴 찢어진 페이지들을 제

시하며 자신의 기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그것을 지우기도 한다.102)이

에 따라 소설에는 무어의 자서 과 크라이슬러의 일기를 통해 나타난 그

의 기가 번갈아 제시된다.103)이는 작품의 흐름을 지속 으로 변화시

킨다.하나의 이야기는 갑자기 시작하고, 단되며 다른 이야기로 이어진

다.이는 작품의 이원 특성을 드러내게 된다. 한,크라이슬러의 이야

기는 체 이야기의 끝부분 다음부터 시작되며 역행 수법을 따르기 때

문에, 체 내용은 연결성을 결여하게 된다.다베리오는 이와 같이 한

작품에서 두 이야기가 혼합된 모습을 ‘카터 무어 원리’(KaterMurr

Principle)라는 용어로 지칭하 다.104)즉,하나의 작품이 단편들의 연속

물로 구분된 채 남게 되는 특징을 수고양이 무어의 이름을 통해 표 한

것이다.105)

이 소설은 고양이 무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교양을 쌓으

102)ErikaReiman,Schumann'sPianoCyclesandNovelsofJeanPaul,p.85.

103)JohnDaverio,Nineteenth-CenturyMusicandtheGermanRomanticIdeology,p.

23.

104)ibid.

105)ibid.,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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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작가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무어는 자기만족 속에 살아가며

실에 안주하고자 한다.그러나 푸들개 폰토가 이러한 무어를 변화시키는

교육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이 향으로 무어는 단지 사회에서의 안정

만 추구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술가와 실 세계의 갈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해 고민하게 된다.한편,크라이슬러의 기 부분에

서는 그의 삶이 묘사되어 있다.궁정 악장으로 활동하며 고문 부의 딸

인 율리아와 주의 딸 헤드비가 공주의 수업을 담당했던 크라이슬러는

헤드비가 공주와의 결혼을 해 율리아를 유혹하는 이탈리아 주의 아

들 헥토르와 립하게 된다.헥토르와의 결투에서 부상을 입은 크라이슬

러는 수도원으로 피신하여 음악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그러나 크라이

슬러는 수도원장의 권고를 거 하고 그곳에 입단하지 않고 실로 돌아

온다.그는 율리아의 결혼식과 왕비의 명 축일에 를 받으며 수도

원을 떠나게 된다.즉,그는 자신을 실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면서도,

이곳을 완 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한 술가의 모습을 보여 다.

이 두 소설에 나타나는 특징들은 슈만의 《크라이슬러리아나》에도

반 되어 있다.특히,자신을 크라이슬러와 동일시 한 슈만106)은 그에게

서 나타나는 이 성 자아분열 모습을 작품에 나타내고자 했다.즉,

이 곡을 구성하는 8개의 악곡은 슈만의 많은 작품들처럼 자기성찰 이고

표 이다.107)이는 여러 음악 특징들을 통해 드러난다.

106)JohnDaverio,RobertSchumann-Heraldofa"NewPoeticAge",p.167.

107)JoanChissell,Schumann:witheightpagesofplatesandmusicexampleinthe

test,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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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박자 빠르기 형식
1 d-Bb-d 2/4 ♩=104 A-B-A

2 Bb-F-Bb-g-g-Bb3/4→2/4→3/4

♩=72→♩=96→

♩=72→♩=112→

♩=72→ Adagio→

♩=72

A-B-A-C-A

3 g-Bb-g 2/4

♩=112→♩=92→

♩=112→

NochSchneller

A-B-A-Coda

4 Bb-g-Bb 4/4 ♪=66→♩=69→♪=66A-B-A
5 g 3/4 ♩=160 A-B-A

6 Bb 12/8
♪=108→♪=132→

♪=108→ Adagio
A-B-A

7 c-g-c-c,Bb-Eb 2/4

♩=132→

NochSchneller→

Etwaslangsamer

A-B-A-Coda

8 g-Bb-g-d-g
6/8→2/4(왼손)

→6/8
 =100 A-B-A-C-A

2)작품의 체 구성

총 8곡으로 이루어진 《크라이슬러리아나》의 체 인 악곡 구성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7]《크라이슬러리아나》의 구성

이 작품에서는 소설 『수고양이 무어의 인생 』과 같이 두 가지

다른 분 기의 악곡이 교 로 나타난다.이러한 구성은 각 악곡의 독립

성을 더욱 부각시키게 된다. 한,이와 같은 독립 인 특성은 한 악곡

내에서도 드러나며 단편 인 모습을 형성한다.슈만의 많은 작품들처럼,

이 작품 역시 단순한 형식을 가진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명료한

형식 안에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이 공존하며 악곡의 통일성을 약



-77-

화시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이 과는 다른 새로운 음악 재

료들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측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남에 따라 청

자는 음악의 진행이 단되는 지 들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다양한 음악 요소들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형성하는 모습은 특히

제 4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이에 필자는 이 곡을 심 으로 살펴

보며 악곡의 구성을 해 슈만이 마련한 여러 장치들을 찾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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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 4곡의 분석

제 4곡은 마디 1-11의 A부분과 마디 12-23의 B부분,그리고 마디

23-27의 A'부분으로 구성된다.이 곡에서는 빈번한 템포의 변화가 두드

러지게 나타난다.A부분은 ♪=66으로 “Sehrlangsam(매우 느리게)”로

표기되어 있다.이어지는 B부분은 ♩=69로 템포가 더 빠르게 변화며,

“Bewegter(움직임을 더 가지고)”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이와 더불어,각

부분 안에서도 ritardando와 atempo의 지시를 통해 빠르기의 변화가 나

타난다.

한,이 곡은 조성 화성 요소를 통해 청자의 주의를 끄는 부

분들을 포함한다.이는 악곡의 첫 부분에서부터 나타난다.먼 ,이 곡은

1도 화음이 아닌 5도 화음으로 시작하며 체 작품에서 부각되는 악곡

하나이다. 한,마디 2부터는 많은 임시표들을 통해 조성이 모호해지

기 시작한다.마디 2-3에서는 Ab음이 등장하며 Eb장조의 느낌을 주지만,

근음 치의 1도 화음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조성의 확립을 보

여주지 않는다.이어지는 마디 4에서는 Bb음이 생략되고,마디 5에서는

c단조의 감7화음이 근음 치로 나타나 c단조의 조성의 확립을 기 하게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신 f단조와 bb단조의 감7화음

이 차례로 등장하며 조성을 더욱 모호하게 한다.마디 8에서는 5도 화음

이 나타난 뒤,다시 Bb장조로 돌아가 마디 1-2가 유사하게 반복된다.그

러나 마디 9의 마지막 박부터 f#음이 나타나며,g단조로의 조가 이루어

지며 앞부분과 차이를 보인다.이와 같이 여러 차례 상된 특정 조성들

이 나타나지 않고,확립된 조성도 길게 지속되지 않는 모습은 악곡의 일

된 진행을 느끼기 어렵게 한다.

이와 더불어,이 곡에서는 리듬과 박자의 재료들을 통해 형성된 흥

미로운 부분이 나타난다.A부분에서는 몇 가지 음형이 특징 으로 사용

된다.마디 1-4에서는 당김음 음형이 부 리듬을 가진 음형과 함께 제

시되며,이 부분에서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3개의 리듬형이 형성

된다.이 3개의 리듬형은 마디를 걸쳐 반복된다.이에 따라 악곡의 4/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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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느낌이 약화될 뿐 만 아니라, 체 악구도 불규칙해진다.앞서,크

렙스가 《 피옹》과 《카니발》을 분석하며 언 한 ‘박 불 화음’이

이 부분에서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4박의 마디 안에서 3개의 음형이

반복됨에 따라 이들은 어 나는 부분을 형성하며 주어진 박자에서 일시

으로 벗어나게 된다.

마디 5의 두 번째 박까지는 양손이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는 부분들

이 나타나며 호모포닉한 짜임새를 보인다.그러나 마디 5의 마지막 박부

터 마디 7에서는 양손에서 단편 인 음형들을 모방 으로 주고받는 부분

들이 제시되며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마디 8에서는 다시 마디 1이 변형

되어 나타나며 호모포닉한 짜임새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 두드

러지게 된다.A부분에서는 한,장식음들이 특징 으로 사용되고 있으

며,마디 3과 마디 8,마디 10에서는 ritardando가 나타나며 템포에 변화

를 주고 있다.마디 11에서는 첫 박 이후 쉼표가 나타나며 A부분을 마

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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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크라이슬러리아나》 제 4곡의 A부분 :마디 1-11

A부분이 당김음 음형과 부 리듬,그 사이를 채우는 장식음으로

복잡한 짜임새를 보 던 반면,마디 12부터 시작되는 B부분은 4분음표가

주를 이루는 최상 성부의 선율과 베이스음들이 나타나고,그 사이를 채

우는 내성에서는 16분음표들이 지속 으로 등장하며 두 부분 사이의 구

분 을 형성한다.이러한 B부분에서는 선율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다.마

bb:vii°4-2

Bb: V4-3 I V65I g: V65iV65

Bb: V4-3 I V65I Eb:V7vii°6/V

vi6V65
vii°7/cvii°4-2/f

당김음 음형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부 음형

모방

①
②

③

A



-81-

디 12-13의 선율 a는 마디 17-19와 마디 21-23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그 사이의 마디 13-15에서는 부 리듬 음형이 포함된 선율 b가 제시된

뒤,마디 15-17에서는 옥타 에서 반복된다.이러한 음역의 차이는

경계를 형성하며 악곡의 진행을 일시 으로 지시키게 된다.

이어서,마디 19-20에서는 8분음표와 2개의 16분음표,그리고 당김

음 리듬으로 구성된 선율 c가 제시된다.이는 마디 20-21에서 3도 에

서 반복 으로 나타나고 있다.즉,B부분에서는 16분음표 음형이 통일성

을 형성하고 있지만,이 게 몇 부분의 선율이 반복되는 모습과 다른

분 기가 등장하는 부분들의 제시는 서로 다른 요소들의 공존이 느껴지

게 하며 두드러진다.선율 a,b,c는 각각 다른 조성에서 나타남으로써

그 차이가 더욱 부각된다.선율 a가 g단조에서 제시되는 반면,마디

14-17의 선율 b는 Bb장조에서,마디 19-21의 선율 c는 Eb장조에서 나타

난 뒤 c단조로 변화되며,차이를 보인다.

마디 21에서 다시 나타나는 선율 a는 선율c가 c단조의 5도화음으로

마무리 된 후,이를 해결하며 시작하지만 곧 앞부분과 같이 g단조로 돌

아간다.이어서,마디 23에서는 g단조의 5도 화음이 나타난다.이 화음의

F#음이 Gb음과 이명동음이 되어 짧은 시간에 Bb장조로 조되며 A'부분

으로 이어진다.이러한 B부분에서도 마디 17과 마디 21-22,마디 23에서

ritardando와 atempo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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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크라이슬러리아나》 제 4곡의 B부분 :마디 12-23

B 선율

베이스

내성

a b

옥타 반복

c

Eb:vii°7/vi

atempo

vii°6 I6 ii6 V6-5 IV6 V6-5 I

g:i6 ii°6 V7 VI V6-5 i V43/v V Bb:I

vi V7 I I(c:III)→ V7/V V

a

a

i(g:iv)→V7 VI V65 i V7/V V Bb:vii°42

i

F#=G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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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분은 이 곡에서 종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마디 23의 마지막

박에서 시작하는 이 부분은 악곡의 시작 부분의 템포로 돌아간다. 한,

한 박자 먼 시작함으로써 A부분에서보다 연장된 첫 화음에 이어 마디

2까지의 부분이 반복된다.그러나 마디 25의 끝 부분에서는 마디 2와 달

리 Ab음이 A음으로 변화되어 제시되며 1도 화음을 형성한다.이는 악곡

이 마무리 될 것 같은 느낌을 다.하지만 다음 마디에서는 Ab음이 지

속 으로 등장하며 Eb장조로의 조가 이루어진다.

마디 27에서는 Eb장조의 형태의 1도 화음이 등장하며 이 변

화된 조성으로 곡을 끝내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한 번 상에서 벗

어난다.이 화음을 공통화음으로 하여 g단조의 음향을 형성하는 부분으

로 연결된다.이어서,g단조의 5도의 부속화음과 5도 화음이 나타나며

곡을 마치게 된다.즉,이 곡은 시작 조성인 Bb장조가 아닌 다른 조성에

서 나타나는 화음들로 끝나며 조성 음악에서는 일반 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이 화음들을 통해 암시되는 이 g단조의 조성이 확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이 부분은 더욱 주의를 끌게 된다.한편,마디 26에서

ritardando로 템포의 변화를 보인 뒤 나타나는 이 부분은 Adagio로 변화

되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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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크라이슬러리아나》 제 4곡의 A'부분 :마디 23-27

이와 같이,《크라이슬러리아나》의 제 4곡은 조성 화성,리듬

템포의 요소를 통해 주의를 끈다.이와 더불어,짧은 단 의 선율이 교

로 나타남에 따라,악곡은 더 작은 부분들로 구분되며 그 변화가 강조된

다.

vii°6-5/B
b

I6

g:VI6V/V V

A'

V4-3 I V6-5 I V4-3I V6 V7 I7

ii6E
b:V6-5IV6V -42 I6 - V43

F#=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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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1>《크라이슬러리아나》 제 4곡

bb:vii°42

Bb: V43 I V65I g: V65iV43

Bb: V43 I V65I Eb:V7vii°6/V

vi6V6
vii°7/cvii°42/f

당김음 음형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부 음형

모방

①
②

③

A

B

내성

베이스

선율 a b

g:i6 ii°6 V VI V6-5 i V43/V V B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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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a

옥타

반복

vii°6 I6 IV V6-5 vi V6 I
a

c

Eb:vii°7/vi

a

vi V I I(c:III)→ V/V V i
A'

F#=Gb

i(g:iv)→ V VI V65 i V7/V V Bb:vii°65

V43 I V65 I V43 I V6 V7 I7

ii6 E
b:V65 IV6V -42 I6 - V43 I6

g:VI6 V/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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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마디

1 2개의 조성 는 화성의 교 mm.78-81

2 동일한 음형의 반복을 통한 구분 형성

mm.9-16

mm.17-24

mm.45-52

mm.78-81
3 동일한 선율이 다른 조성 화성에서 반복 mm.9-16

4 인용
mm.17-24

mm.69-72

5 1개의 화음을 통한 짧은 시간 내의 조

mm.16-17

mm.24-25

mm.57-58

mm.68-69

6 갑작스러운 악상 템포 변화 m.25

7 휴지부의 삽입 m.73

8 새로운 음형의 제시를 통한 짜임새의 갑작스러운 변화
mm.9-16

mm.45-52
9 주어진 강세의 변화(박 불 화음) mm.25-32

2.작품의 작곡기법 특징과 낭만 아이러니

앞서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각 악곡을 서사 인 진행 과

정에 따라 분석해보면 주의를 끄는 지 들을 발견할 수 있다.단순 명료

한 형식 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부분들은 악곡을 변화무 하게 만든다.

체 악곡은 일 성과 통일성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들을 세부 으로 살펴보면,이러한 부분들은 다양한 작곡기법들

을 통해 형성됨을 알 수 있다.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8]분석한 악곡에서 특징 으로 나타나는 작곡기법들

a.《 피옹》 제 10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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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마디
1 음형의 교 mm.1-2/mm.3-4

2 동일한 음형의 반복을 통한 구분 형성
mm.1-8/mm.10-18/

mm.23-29/mm.47-50

3 유사한 선율이 다른 조성 는 화성에서 반복

mm.7-8/mm.29-30/

mm.33-34/mm.35-36

mm.39-40/mm.41-42

mm.43-44/mm.45-46

4 음형의 분할 제시 mm.51-54

5 음역의 비 m.4
6 인용 mm.9-10/mm.19-22

7 원조의 1도 화음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음 m.1/m.58

8 주어진 강세의 변화(박 불 화음)

m.2/m.4/m.8/m.30/

m.32/m.34/m.36/m.38/

m.40/m.42/m.44/m.46

9 표시 없는 변박 mm.55-58
10비화성음 는 화성의 미해결 m.1/m.10

11암시된 조성의 비출 mm.9-10/m.22

특징 마디

1 2개의 조성 는 화성의 교 mm.1-28/mm.70-89

2
오이제비우스와 로 스탄 특성을 지닌

부분들의 교
mm.1-28/mm.70-89

3 동일한 음형의 반복을 통한 구분 형성 mm.13-20/mm.84-87

4 반복 부분의 생략 축소 mm.70-89

5 주제 기능의 변화 mm.82-89

6 1개의 화음을 통한 짧은 시간 내의 조
mm.12-13/mm.20-21/

m.29/mm.77-78/m.81
7 갑작스러운 악상 템포 변화 m.4/m.13/m.21/m.78

b.《카니발》 제 6곡

c.《 타지슈티 》 제 6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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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마디
1 동일한 음형의 반복을 통한 구분 형성 mm.1-9/mm.23-26

2 동일한 선율이 다른 조성 화성에서 반복 mm.19-21

3 음형의 교
mm.1-9/mm.12-23/

mm.23-26
4 음역의 비 mm.13-17

5 빈번한 템포 변화 악곡 체

6 1개의 화음을 통한 짧은 시간 내의 조
m.13/m.17/m.20/

m.22/m.23/m.26

7 시작 조성과 끝 조성의 불일치 m.1/m.27
8 원조의 1도 화음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음 m.1/m.27

9 짜임새의 갑작스러운 변화 mm.5-7
10주어진 강세의 변화(박 불 화음) mm.1-9/mm.23-26

11암시된 조성의 비출 mm.2-7

d.《크라이슬러리아나》 제 4곡

한 악곡에서 복합 으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기법들은 이외의 악곡

들에서도 여러 범 에서 사용된다. 한,이 밖의 다른 방법을 통해 주의

를 끄는 부분들도 찾아볼 수 있다.이들은 여러 측면에서 낭만 아이러

니를 드러내는 주요 요소들과 연결 을 형성하며,문학에서 두된 낭만

아이러니의 용 가능성을 보여 다.필자는 《 피옹》,《카니발》,

《 타지슈티 》,《크라이슬러리아나》에서 부각되는 작곡 기법들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108)

108)필자는 여러 가지 기법들은 ‘편 성격’과 ‘인용’,‘단’과 ‘이탈’의 네 가지로 유형

화하 다.‘편 성격’은 동등한 요성을 지닌 독립 인 요소들이 나열되는 경우

나타난다.한 가지 요소에 이어 새로운 요소가 나타난 후,이 의 요소가 다시 제시되

며 악곡을 편화시키는 모습을 보여 다.한편,새로운 특징이 나타난 후,이 의 요

소는 다시 등장하지 않을 경우 필자는 이를 ‘단’으로 분류하 다. 한,‘이탈’은 이

질 인 요소가 나타나지만 체 악곡에서 작은 부분만 차지하며 다른 요소들처럼 주

를 이루지 않을 경우를 가리킨다.마지막으로 ‘인용’은 다른 악곡에서 제시된 부분이

삽입되는 것이다.‘인용’은 나머지 세 가지에 포함될 수 있는 특징이지만,여러 악곡에

서 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므로 따로 분류하 다.이들 각각의 특징은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에서도 나타나지만,슈만의 작품에서는 이와 같은 작곡기법들이 반복

으로 사용되며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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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악곡의 편 성격

분석을 통해 살펴본 악곡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슈만의 작품에

서는 이질 인 요소들이 재 과정 없이 병치되어 나타남에 따라 명확한

구분 이 형성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각 부분들은 독립성을 지니

며 작품을 작은 부분들로 편화시킨다.이러한 편 성격은 ‘교 ’와

‘반복’,‘생략 축소’와 ‘음역의 비’의 네 가지 방법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첫째,‘교 ’의 방법은 음형의 단 에서부터 체 악곡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범 내에서 나타난다. 한,이는 음형과 조성,분 기 등 여

러 요소들을 통해 형성된다.

먼 ,음형의 교 는 특히 《카니발》 여러 악곡에서 특징 으

로 나타난다.앞서 살펴본 제 6곡과 더불어 제 2곡과 3곡,5곡에서는 짧

은 길이를 가진 음형이 지속 으로 제시되며 체 악곡을 작은 부분으로

세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109)

이는 특히 제 2곡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다.이 곡의 A부분에서는

4분 음표로 구성된 음형 a와 2개의 8분 음표와 1개의 4분 음표로 구성된

음형 b가 번갈아 나타난다.이어지는 B부분에서는 새로 등장한 음형 c가

음형 b와 교 로 제시된다.음형 c는 음형 a의 세 번째 음과 네 번째 음

이 붙임 로 연결되어 나타나며 차이를 보인다.이와 더불어 음형 a와

음형 c는 p에서,음형 b는 f의 악상에서 나타나며 그 차이가 강조된다.

109)《카니발》 제 3곡의 두 A부분에서는 도약 진행을 하는 부 음형과 순차 하행

후 상행하는 음형이 여러 차례 교 로 나타난다.이는 마디 1-16과 마디 29-44에 해

당한다.여기서,순차 하행 후 상행하는 음형은 sf로 강조되어 부 음형의 p의 악상

과 비를 이룬다. 한,이들은 한 악구를 마무리하는 순차 하행 음형과도 차이를 보

인다. 한,이와 같은 음형의 교 는 제 5곡의 A부분 마디 9-12와 A'부분 마

디 17-20에서도 특징 으로 나타난다.다섯잇단음표와 셋잇단음표의 교 는 한 마디

를 반으로 분할하는 역할을 한다.이들은 변형되지 않고 그 로 반복됨으로써 그 차

이를 부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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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 《카니발》 제 2곡 ‘피에로’(Pierrot)의 A부분에서 교

로 제시되는 음형 a와 b:마디 1-8110)

<악보 33> 《카니발》 제 2곡 ‘피에로’(Pierrot)의 B부분에서 교

로 제시되는 음형 c와 b:마디 9-25

한편,《 타지슈티 》 제 6곡에서 특징 으로 나타났던 조성

의 교 는 《 피옹》 제 4곡과 《카니발》 제 17곡에서 찾아볼

수 있다.111)이 두 곡에서는 장조와 단조 조성이 교 로 등장하며,이로

110)《카니발》 제 2곡에서 이와 같이 음형 a와 b가 교 되는 모습은 두 번째 A부

분에 해당하는 마디 25-41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111)《카니발》 제 17곡에서는 앞서 제시한 들과 같이 몇 가지 음형이 교 로 제

시되는 가운데 2개의 조성을 오가는 모습을 보인다.마디 1-4의 A부분과 마디 5-8의

B부분,마디 9-12의 두 번째 A부분으로 구성된 이 곡에서 A부분을 시작하는 마디

1-2의 리듬형은 마디 3-4와 마디 9-10,마디 11-12에서 그 로 반복되며,B부분에서

A
a b a b

B c

b
bc bc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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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시작 조성과 끝 조성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

라인만과 다베리오는 특히 《 피옹》 제 4곡에서 찾아볼 수 있

는 조성의 교 에 주목하 다.먼 ,라이만은 마디 1-16의 A부분과 마

디 17-32의 B부분,그리고 마디 33-48의 A'부분으로 구성된 제 4곡이

“A장조와 f#단조의 이 성”을 형성한 뒤 “F#장조 화음으로 끝나는”사실

을 지 하며,“춤이 보통 그것이 시작한 조성으로 끝난다는 성문화되지

않은 일반 인 원리는 사라졌다”112)고 언 하 다. 한,다베리오는 이

곡들에 해서 “공상에 잠기듯이 장조와 단조 사이를 동요하며 조성 으

로 열린 채 끝난다”113)고 표 하 다.

<악보 34>《 피옹》 제 4곡의 A,B,A'부분의 종지 부분

a.A부분의 종지 :마디 13-16

b.B부분의 종지 :마디 31-33

는 마디 5의 음형이 지속 으로 제시되며 한 부분을 이룬다.이러한 가운데 f단조와

Ab장조의 조성은 2마디 단 로 계속해서 나타나며 12마디로 구성된 체 악곡을 여

섯 부분으로 분리시키고 있다.즉,이 곡은 교 로 나타나는 화성과 조성 리듬형을

통해 세분화되며, 편들이 나열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112)ErikaReiman,Schumann'sPianoCyclesandNovelsofJeanPaul,p.41.

113)JohnDaverio,RobertSchumann-Heraldofa"NewPoeticAge",pp.88-89.

A: vi6=f
#:i6 V7 I#(pic.3

rd)

A: Ger.6 V f#:vii°7 i-6 ii°i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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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부분의 종지 :마디 46-49

마지막으로, 체 작품에서 두 가지 다른 분 기를 지닌 악곡들이

교 로 나타나는 모습은 《 타지슈티 》와 《크라이슬러리아나》에서

특징 으로 나타난다.114)오스트왈드(PeterOstward)와 다베리오,딜과

치셀은 두 작품에서 슈만의 분열된 자아를 상징하는 오이제비우스와

로 스탄 특성이 교 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 다.115)차분하고

제된 특성을 지닌 오이제비우스와 과격하고 충동 인 성격의 로 스탄

은 상반된 분 기를 형성하며 체 작품을 편화시킨다.116)

먼 ,《 타지슈티 》에서는 앞서 분석을 통해 살펴본 제 6곡에

서 교 로 나타났던 오이제비우스와 로 스탄 특성이 더 큰 범 에

서 제시된다.이들은 반부의 4개의 악곡들에서 교 된다.큰 변화 없이

p의 악상에서 지속되는 제 1곡에서는 하행 스 일의 주제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아르페지오 형태의 셋잇단음표 리듬 안에서 도처에 포함되어

있다.117)이 곡은 f와 mf의 악상에서 스타카토 음형으로 강하게 시작하며

114) 이는 두 작품에 향을 E.T.A 호 만의 소설들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

《 타지슈티 》는 『칼롯 풍의 환상 소품집』의 제목에 나타난 칼롯의 작품 경향

과 유사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크라이슬러리아나》는 소설 『크라이슬

리아나』에서 드러난 크라이슬러의 분열된 자아정체성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수고양이 무어의 인생 』에서 고양이 무어와 코라이슬러의 이야기가

교 로 나타나며 형성된 이 성이 표 되며 작품은 편 성격을 띠게 된다.

115)PeterOstward,Schumann-TheInnerVoicesofaMusicalGenius,p.136;John

Daverio,Nineteenth-CenturyMusicand theGermanRomanticideology,p.65;

HeinzDill,"RomanticIrony in theworksofRobertSchumann",p.193;Joan

Chissell,Schumann:witheightpagesofplatesandmusicexampleinthetest,

pp.87-90.

116)치셀은 특히 《 타지슈티 》에 해서 슈만이 이 작품을 “두 가상 인물 사이의

화의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고 표 하 다.;JoanChissell,ibid.,pp.87-88.

A:vi6V7/ii ii64 -ii°43(min)V7 I(f
#:i6)→ i6 V7 I#(pic.3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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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스탄 인 격렬함을 지닌 두 번째 악곡으로 이어진다.다음으로 나

타나는 제 3곡은 오스트왈드의 표 에 따르면,“신사 인 오이제비우스

가 질문을 던지는 듯한”분 기 안에서 두드러지는 변화 없이 정 인 특

성을 지닌다.이 세 번째 곡은 오직 42마디의 길이를 가진 슈만의 가장

축소된 건반악기 작품들 하나로 당김음 음형의 반주가 특징 으로 나

타나며 다시 서정 인 느낌을 갖는다.118)이어지는 제 4곡은 이와 조

으로 “재빨리 움직이는,몽상 인 분 기의”119)악곡이다.120)이는

체 악곡의 통일성을 기 하기 어렵게 하며 체 작품의 편 성격을

강조한다.

<악보 35>《 타지슈티 》 제 1곡-제 4곡의 시작 부분

a.제 1곡 ‘ 녁에’(DesAbends)의 시작 부분

b.제 2곡 ‘비상’(Aufschwung)의 시작 부분

117)PeterOstward,Schumann-TheInnerVoicesofaMusicalGenius,p.136.

118) Richard Taruskin,The Oxford History ofWestern Music,Vol.3 - The

NineteenthCentury,p.306.

119)제 4곡에는 “mitHumor"라는 나타냄말이 포함되어 있다.딜은 슈만이 그러나 이러

한 지시어를 통해서 자신이 이 곡을 작곡할 당시 지니고 있던 우울함을 조롱하고 있

다고 주장하며,이는 이 곡에서 아이러니 요소를 드러낸다고 주장하 다.;Heinz

Dill,"RomanticIronyintheworksofRobertSchumann",p.188.

120)PeterOstward,Schumann-TheInnerVoicesofaMusicalGenius,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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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제 3곡 ‘왜?’(Warum?)의 시작 부분

d.제 4곡 ‘변덕'(Grillen)의 시작 부분

한편,《크라이슬러리아나》에서도 제 1곡과 3곡,5곡,7곡은 로

스탄 분 기를 지니는 반면,제 2곡과 4곡,6곡,8곡은 오이제비우스

성격을 지니며 서로 다른 특징들이 교 로 나타나게 된다.각각의 악

곡의 시작 템포 역시 빠른 템포와 느린 템포가 번갈아 나타나며 악곡의

흐름을 변화시킨다.이러한 모습은 8개 악곡의 독립성을 강화한다.121)

<악보 36>《크라이슬러리아나》 제 1곡-제 8곡의 시작 부분

a.제 1곡

121) Julian Rushton, “Music and the poetic", The Cambridge History of

Nineteenth-CenturyMusic,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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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제 2곡

c.제 3곡

d.제 4곡

e.제 5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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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제 6곡

g.제 7곡

h.제 8곡

이와 같이 음형의 단 에서부터 체 악곡에 이르기까지 다른 특징

을 지닌 부분들이 교 로 나타나는 모습은 ‘자기 창조’와 ‘자기 괴’의

과정을 거치며 낭만 아이러니를 드러내게 된다.새로운 부분의 제시는

이 부분의 창조 과정을 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러한 가운데 이

의 요소가 다시 제시되며 다시 ‘괴’와 ‘창조’의 모습을 보일 때 이

들은 이분법 변증법 과정을 보이게 된다.특히, 로 스탄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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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우스 분 기를 지닌 부분들이 교 로 나타나는 모습은 악곡에

편 성격을 부여할 뿐 만 아니라 분열된 자아를 표 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자아’의 개념이 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낭만 아이러니와의 연결

성을 더욱 확 시킨다.

슈만의 작품들에서 편 성격을 형성하는 두 번째 요소로는 ‘반

복’의 방법을 들 수 있다.이는 앞서 분석을 통해 살펴본 네 개의 악곡에

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었다.이외의 여러 악곡들에서도 짧은 단

의 음악 단편들이 집요하게 반복되며 한 부분을 구성하는 모습이 자

주 등장한다.특정 부분이 마무리 된 후,새롭게 이어지는 부분에서도 역

시 몇 가지 주제의 계속되는 반복이 나타나며 이 부분과의 차이를 강

화한다.이러한 반복은 이 에 제시된 부분과 동일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조성의 변화를 수반하며 동형진행을 형성하기도 한다.이와 같은 반복은

《카니발》의 제 9곡과 《크라이슬러리아나》 제 5곡 제 7곡에서

나타난다.

먼 ,《카니발》의 제 9곡에서는 4마디 단 의 패시지가 한 번씩

반복되며 연결성을 보이고,다른 부분과는 비를 이루며 악곡을 작은

부분들로 나 고 있다.마디 1-4는 마디 5-8에서,마디 9-12는 마디

13-16에서,마디 17-20은 마디 21-24에서 각각 반복되며 음악 편들

이 나열된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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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7>《카니발》의 제 9곡 ‘나비’(Papillons)

이와 같이 짧은 단 의 마디들이 반복되는 모습은 《크라이슬러리

아나》에서도 나타난다.122)이 제 5곡의 B부분 마디 52-71에서는

122)《크라이슬러리아나》 제 7곡의 마디 88-115에 해당하는 코다 부분에서는 단편

인 부분들이 여러 차례 반복 으로 나타나거나 동형진행을 통해 제시된다.먼 ,마

디 88의 마지막 박부터 마디 90의 첫 박까지 나타난 선율이 마디 90-92에서 반복된

다. 한 마디 92의 마지막 박부터 마디 94까지 나타난 선율이 마디 94-96에서 반복

되고 있다.이 음형은 마디 96의 마지막 박부터 마디 98의 첫 박,그리고 마디 98의

마지막 박부터 마디 100의 첫 박에서도 변형되어 나타난다.이어서,마디 100부터는

이 부분이 Eb장조로 조되어 제시된다. 한,마디 104부터는 상행 도약 후 순차 하

행한 뒤,다시 하행 도약하는 선율이 나타나며 마디 112까지 반복된다.이들은 정확한

음정 계를 갖지는 않지만,유사한 선율 움직임을 통해 하나의 패시지가 동형진행

을 통해 이어지는 느낌을 형성한다.

mm.1-4=mm.5-8

mm.9-12=mm.13-16

mm.17-20=mm.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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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52-54에 걸쳐 나타나는 음형이 그 로 는 조성을 달리하여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이와 같은 모습은 각 부분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악

곡을 작은 부분들로 편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악보 38>《크라이슬러리아나》의 제 5곡의 B부분 마디 52-71

이와 같이 단편 인 부분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모습도 한 부분

이 마무리되고 다시 시작되는 지 에서 그 경계가 강조되며 주의를 끈

다.이는 작은 단 들이 지속 으로 창조됨으로써 악곡을 형성해가는 과

정을 인식하게 한다. 한,이러한 반복은 악곡 내에서 ‘무한성’의 요소를

g:ivvii°43i6 Bb:iiV7I7

vii°7(g:ii°7)→ ivV i d:iv V42

i Bb:I6 ii6-5 V7

g:V6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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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며 낭만 아이러니의 여러 측면을 보여주게 된다.

셋째,악곡의 편 성격은 한 부분이 반복되거나 재 될 때 일부

분이 ‘생략’되며 ‘축소’될 때도 나타난다.이는 다시 제시된 부분과 생략

된 부분 사이의 경계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앞서 《 타지

슈티 》의 제 6곡에서 나타났던 반복 부분의 생략은 다른 악곡들에서도

다양한 범 에서 나타난다.

먼 이는 특정 선율이 반복될 때 일부 음들이 생략되거나 반복되

는 부분들 사이에 음이나 쉼표가 삽입될 경우 드러나게 된다.이는 《

피옹》의 제 12곡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마디 53부터는 앞서 제시되었

던 제 1곡의 왈츠 선율과 《할아버지 춤》(Grossvatertanz)선율에서 음

들이 생략되고 그 사이에 새로운 음과 쉼표가 삽입됨으로써 편 성격

이 나타난다.123)

<악보 39> 《 피옹》의 제 12곡 마디 53-66에서 나타난 생략과

삽입

a.《 피옹》의 제 12곡 마디 53-66

123)EricFrederickJensen,"ExplicatingJeanPaul:RobertSchumann'sProgram for

"Papillons"op.2,19th-CenturyMusic,Vol.22No.2(Autumn,1998),p.141참조.

제1곡 왈츠선율

Grossvaterta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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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피옹》의 제 1곡의 왈츠 선율 마디 1-2

c.《할아버지 춤》(Grossvatertanz)선율의 시작 부분

한,이와 같은 생략 축소는 마디 단 로 나타나기도 한다.이

러한 모습은 먼 ,《카니발》 제 3곡에서 찾아볼 수 있다.A-B-A의

형식을 갖는 이 곡의 A부분의 시작 부분에서는 마디 1-2에서 나타난 음

형이 마디 3-4와 마디 5-6에서 반복된다.이어서 악구를 마무리하는 마

디 7-8이 제시된다.이 마무리 부분은 순차 하행하는 음형으로 구성되며

상행진행이 주를 이루는 이 부분과 비된다.

그러나,A부분의 주제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B부분 마디

17-24에서는 마디 1-2의 음형을 반복하는 부분이 생략되고,바로 마디

7-8의 음형으로 이어지며 축소된 형태를 띠고 있다.이러한 모습은 각

부분의 차이를 강화하며 악곡을 편들로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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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0> 《카니발》 제 3곡 ‘아를르켕’(Arlequin)의 A부분

마디 1-8

<악보 41> 《카니발》 제 3곡 ‘아를르켕’(Arlequin)의 B부분

마디 17-24

한편,이와 같은 특정 부분의 생략은 한 부분의 시작 부분과 끝 부

분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분석을 통해 살펴본 몇 개의 악곡에서는 한

부분이 재 될 때 첫 번째 소부분 체가 생략되거나 치가 변화되고,

두 번째 소부분부터 제시되는 모습이 나타난다.이러한 “ 편화된 회

귀”124)는 재 부분의 시작을 인지하기 어렵게 한다. 한,끝 부분이 생

124)“ 편화된 회귀”는 다베리오가 이러한 축소된 재 부분을 지칭하기 해 사용한

용어이다.;John Daverio,Nineteenth-CenturyMusicand theGermanRomantic

Ideology,p.62.

A 악구의 마무리

B mm.1-2음형

mm.7-8음형 mm.1-2음형 mm.7-8음형



-104-

작품 악곡 반복 부분의 구성
반복 시 생략

부분

피옹 제 11곡
A

a mm.4-11

a

b mm.12-23

a'
mm.23-31

A'
b mm.48-59

a' mm.60-67

크라이슬러리아나

제 5곡
A

a mm.1-13

a
b mm.14-37
a' mm.38-51

A'
b mm.125-148
a'' mm.149-162

제 7곡
A

a mm.1-8

a
b mm.9-32
a' mm.33-40

A'
b' mm.69-80
a mm.81-88

략되는 경우에도 특정 부분의 길이의 변화를 통해 주의를 끌게 된다.분

석을 통해 살펴본 여러 악곡에서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9]재 부분에서 시작 부분이 생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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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악곡 반복 부분의 구성 반복 시 생략 부분

타지슈티 제 2곡

A a

mm.1-8

mm.9-16

mm.9-16

(반복)

A''a' mm.116-124

A'''

a''mm.148-156

크라이슬러리아나 제 2곡 B
c

mm.38-41

mm.42-45
mm.42-45

(반복)

c' mm.51-54

[표 10]반복 는 재 부분에서 끝 부분이 생략된 경우

다베리오는 이와 같이 특정 부분의 앞이나 뒤 부분 체가 생략되

는 모습을 소설 『수고양이 무어의 인생 』에 나타난 호 만의 작법과

연 지어 설명하 다.호 만은 ‘크라이슬러부’의 여러 부분에서 한 문장

을 간부터 시작하고 뒤 부분이 생략된 채 끝내는 모습을 보인다.125)

이러한 특징은 슈만의 《크라이슬러리아나》 뿐 만 아니라 나머지 세 곡

에서도 나타나며,악곡의 편 특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체 악곡을 단편 인 부분들로 분리시키는 모습은 마지

막으로 ‘음역의 비’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된다.《카니발》 제 6곡

에서 여러 차례 나타났던 음역의 차이는 하나의 선율을 분 시키거나,

각 성부의 조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악곡의 구성 요소들 사이의 거리를

형성한다. 한,한 부분이 시간이 지난 후 재 될 때 음역을 달리하여

등장하는 모습은 청자의 기 에서 벗어나며 변화를 의식하게 한다.

이러한 특징은 《 피옹》 제 5곡에서 특징 으로 부각된다.

A-B-A'의 형식을 가진 제 5곡에서는 A'부분 마디 19-21에서 A부분

125)JohnDaverio,Nineteenth-CenturyMusicandtheGermanRomanticIdeology,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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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디 1-2에서 나타난 선율을 옥타 화음으로 변화시키고 있다.이어

서 마디 21-23마디에서는 마디 3-4가 다시 원 음역으로 돌아가 제시되

며,마디 23-24는 옥타 아래로 이동하여 다시 마디 1-2의 선율이 제시

되고 있다.이와 같은 모습은 음역의 비를 보여주며 각 부분을 구분하

는 역할을 한다.

<악보 42>《 피옹》 제 5곡

a.A 부분 :마디 1-4

b.A'부분 :마디 19-26

이러한 음역의 차이는 이외의 여러 악곡의 많은 부분에서 부각된

다.특히,인 한 마디 사이에서 나타나는 음역의 변화는 하나로 연결되

A' 옥타 에서 제시
원 음역

옥타 아래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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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 번호
음형의 최

제시 마디

음역이 변화된

마디
치의 변화

피옹

서주
m.1 m.2 옥타

mm.3-4 mm.5-6 옥타 아래

제 5곡 mm.1-2
mm.19-20 옥타
mm.23-24 옥타 아래

제 7곡 mm.1-4 mm.5-8 옥타
카니발 제 2곡 mm.41-42 mm.43-44 옥타

크라이슬러리아나

제 1곡 mm.1-2 mm.5-7 옥타

제 4곡 mm.13-15 mm.15-17 옥타
제 7곡 mm.9-21 mm.22-32 옥타

제 8곡 mm.144-145
mm.146-147 옥타 아래
mm.148-149 두 옥타 아래

악곡 번호
음형의 최

제시 마디

음역이 변화된

마디
치의 변화

피옹 제 5곡 mm.1-2
mm.19-21 옥타
mm.23-24 옥타 아래

카니발

제 4곡 mm.1-8
mm.21-28 옥타 아래

mm.29-36 원 음역

제 5곡 mm.9-16
mm.17-24 옥타

mm.25-32 원 음역

크라이슬러리아나 제 2곡 mm.28-37 mm.158-167 옥타

어 있던 선율을 서로 다른 부분으로 분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11]악곡에서 나타난 음역의 비

a.인 한 마디 사이의 음역 차이

b.재 부분에서의 음역의 유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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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동일한 요소를 사용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축소와 생략

음역의 변화는 청자의 상에서 벗어난 부분을 형성하며 주의를 끌게

된다.이는 음악을 구성하는 재료들이 작곡가의 의도에 따라 나열되었다

는 사실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이는 창작자의 지략이 발휘됨으로써

감상자로 하여 거리를 두고 작품을 바라보게 하는 낭만 아이러니의

특성과 계된다.

즉,교 와 반복,생략 축소와 음역의 비를 통해 나타나게 되

는 편 특성은 작품 안에서 주의를 끄는 모순 인 부분들을 형성하게

된다.이는 한 낭만 아이러니의 단편의 미학을 보여주며 여러 측면

에서 낭만 아이러니와 연결 을 보인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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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용

슈만의 음악에서 체 인 흐름에서 벗어난 새로운 부분이 형성되

는 모습은 인용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된다.앞서 살펴본 《 피옹》

제 10곡과 《카니발》 제 6곡에서 나타났듯이,이 에도 사용되었던

부분이나 다른 악곡에서 제시되었던 특정 부분을 인용하는 방법은 청자

의 주의를 끌게 된다.이들은 한 작품에서 후 맥락에 계없이 나타남

으로써 음악의 흐름을 변화시키기도 한다.한 악곡 안에서 이질 인 부

분이 등장함에 따라 감상자는 거리를 두고 음악의 구조를 살피게 된다.

이러한 인용은 “ 측가능하고 기 되는 음악 진행과 그 결과물이

작곡가에 의한 의지에 의해 변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126)

이는 술 작품이 창작자에 의해 창조된 것임을 강조하며 감상자의 인식

을 이끌어내는 낭만 아이러니를 드러내는 요소로 작용한다.

슈만이 장 폴에게서 받은 향 하나로서 젠센이 제시한 ‘인용’의

방법은 《 피옹》에서 특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이 작품에서

는 특정 선율을 인용하거나 작품 내의 다른 악곡에서 나타난 부분을 인

용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한,여러 부분이 동시에 인용되며 이 선

율을 형성하기도 한다.마지막으로,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변형을 거쳐

제시되는 모습도 나타난다.

먼 ,제 12곡에서는 독일 민요 《할아버지 춤》(GrossvaterTanz)

선율을 인용하고 있다.127)젠센과 더불어 치셀,라이만,오스트왈드,다베

리오는 《 피옹》을 분석하면서 모두 이 선율의 사용에 주목하며,128)

126)HeinzJ.Dill,"RomanticIronyintheWorksofRobertSchumann",TheMusical

Quarterly,Vol.73,No.2,p.178.

127)JoanChissell,Schumann:witheightpagesofplatesandmusicexampleinthe

test,p.103.“ 통 으로《할아버지 춤》 선율은 결혼식 축제의 마무리 부분에서 연

주된 것으로”,이 선율은 다음 날까지 변화되고 다시 어보이게 된 할머니와 할아버

지를 묘사하는 것이다.;EricFrederick Jensen,"Explicating Jean Paul:Robert

Schumann's Program for"Papillons"op.2,19th-Century Music,Vol.22 No.2

(Autumn,1998),p.141.

128)EricFrederick Jensen,ibid.;Joan Chissell,ibid.;Erika Reiman,Schumann's

Piano Cyclesand NovelsofJean Paul,p.46;PeterOstwald,Schumann-The

InnerVoicesofaMusicalGenius,p.58;JohnDaverio,Nineteenth-Century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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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용이 악곡의 한 부분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함을 강조하 다.

다소 진부하고 측 가능한 형태의 이 선율은 슈만 자신의 작품들과 다

른 분 기를 형성하며 부각된다.129)이 선율은 제 12곡의 A부분에 해당

하는 마디 1-20 마디 1-8과 마디 13-20에서 나타난다.

<악보 43> 《 피옹》 제 12곡의 A부분에서 인용된 《할아버지

춤》(Grossvatertanz)선율

a.독일 민요 《할아버지 춤》(Grossvatertanz)선율

b.《 피옹》 제 12곡의 A부분 :마디 1-20

andtheGermanRomanticIdeology,p.73.

129)오스트왈드는 오래 부터 존재한 이 선율을 “역사 음”이라고 표 하며 그 특성

을 강조한다.;PeterOstwald,ibid.슈만의 악곡들에서 몇 차례 더 등장하는 《할아버

지 춤》 선율의 모습은 통과 권 ,그리고 “낡은 방식”에 한 풍자 비 으로 해

석될 수 있다.;ErikaReiman,ibid.이것은 슈만에게 약간의 조롱하는 듯한 요성을

가졌다.;JoanChissell,ibid.이러한 특성을 지닌 선율의 인용은 ‘ 소설’의 상투

인 특징을 작품에 반 한 장 폴의 작법과 연결 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Grossvatertanz선율

Grossvatertanz선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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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의 기법은 《 피옹》 내의 다른 악곡으로부터 특정 부분을 차

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제 12곡에서 《할아버지 춤》 선율이

제시된 후 B부분을 시작하는 마디 21-28에서는 제 1곡의 마디 1-8의 왈

츠 선율이 동일한 조성에서 다시 나타난다.130)마디 21-26은 1곡의 마디

1-6을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으며,이어서 마디 27-28에서는 1곡의 마디

7-8을 변형시켜 사용하고 있다.

<악보 44> 《 피옹》 제 12곡의 B부분에서 인용된 《 피옹》

제 1곡

a.《 피옹》 제 1곡의 A부분 마디 1-8

b.《 피옹》 제 12곡의 B부분 마디 21-28

130)JohnDaverio,Nineteenth-CenturyMusicandtheGermanRomanticIdeology,p.

73.

A

B 제 1곡 마디 1-6인용

제 1곡 마디 7-8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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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곡에서는 특정 부분을 인용한 모습이 여러 부분에서 동시

에 나타나며 이 선율을 형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마디 21-52에서

는 제 1곡의 선율이 부분 으로 인용된 《할아버지 춤》 선율과 함께 다

시 나타난다.라이만은 이와 같이 두 부분을 함께 인용하는 기법이 자신

이 슈만의 음악의 특징으로 꼽은 “낯설게 하기”의 과정 속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에 주목하 다.131)

<악보 45>《 피옹》 제 12곡의 B부분 마디 21-52

131)ErikaReiman,Schumann'sPianoCyclesandNovelsofJeanPaul,p.88.

제 1곡 마디 1-6의 인용B

제 1곡 마디 7-8의 변형

왈츠 반주 재사용 제 1곡 마디 1-8의 변형

Grossvatertanz선율 재등장

지속음
Grossvatertanz선율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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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두 부분이 동시에 인용되며 이 선율을 형성하는 모습

은 《 피옹》 제 11곡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이 곡에서는 제 12곡

에서처럼 명확하지는 않지만,2개의 선율이 많은 변형을 거친 후 인용된

다.카민스키(PeterKaminsky)는 제 11곡의 A부분 마디 6-7에서

《할아버지 춤》 선율과 서주의 선율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 다.132)

<악보 46> 《 피옹》 제 11곡의 마디 4-7에서 나타난 선율의

인용

a.《 피옹》 제 11곡의 마디 4-7

b.《 피옹》의 서주 마디 1-2

132)PeterKaminsky,"PrinciplesofFormalStructureinSchumann'sEarlyPiano

Cycles,"MusicTheorySpectrum Vol.11No.2(Autumn1989),p.210.

D-F#-B-A :서주 선율

A-D-D-D-D-E-F#-F#-E-E-E:Grossvatertanz선율

A

DF#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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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카민스키의 분석133)

이와 같은 인용 부분은 《카니발》에서도 앞서 제시한 6곡 이외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딜은 《카니발》에서 나타난 인용 부분들

이 이 의 분 기와 양식을 다시 가져옴으로서 속박에서 벗어난 열정을

다시 갑작스럽게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134)

먼 ,제 20곡의 마디 54-60에서는 《 피옹》에서도 인용되었던

《할아버지 춤》 선율이 제시된다.135)이와 같은 모습은 작품을 잠시 다

른 세계로 옮겨놓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며 악곡의 흐름을 변화시킨다.

133)ibid.도표 활용.

134)HeinzDill,"RomanticIronyintheworksofRobertSchumann", TheMusical

Quarterly,Vol.73,No.2,p.176.

135)치셀은 《카니발》에서 이 《할아버지 춤》 선율을 인용하는 것은 슈만을 비롯한

다비드 동맹원들이 항하여 쟁을 벌인 필리스틴을 희화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

장하 다.;Joan Chissell,Schumann :with eightpages ofplates and music

exampleinthetest,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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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7> 《카니발》 제 20곡 ‘필리스틴들에 항하는 다윗 동

맹의 행진’(MarchedesDavidsbündlercontrelesPhilistins)의 마

디 54-60에서 인용된 《할아버지 춤》(Grossvatertanz)선율

한,《카니발》에서는 악곡들 사이의 인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이 에 나타났던 부분이나 특정 음형이 동일하게 다시 사용되어,작

품이 순환하는 느낌을 형성한다.제 1곡은 제 19곡 제 20곡과 동일한

부분을 포함한다. 한,제 7곡과 제 8곡에도 서로 동일한 부분이 제시된

다.

Grossvatertanz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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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8>《카니발》에서 나타난 악곡들 사이의 인용

a.제 1곡 ‘서언’(Préambule) 마디 26-35와 제 19곡 ‘휴식’(Pause)

마디 16-23

a-1.제 1곡 ‘서언’(Préambule) 마디 26-35

a-2.제 19곡 ‘휴식’(Pause) 마디 16-23



-117-

b.제 1곡 ‘서언’(Préambule) 마디 72-87과 제 20곡 ‘필리스틴들

에 항하는 다윗 동맹의 행진’(MarchedesDavidsbündlercontre

lesPhilistins) 마디 86-101,마디 182-197

b-1.제 1곡 ‘서언’(Préambule) 마디 72-87

b-2.제 20곡 ‘필리스틴들에 항하는 다윗 동맹의 행진’(Marchedes

DavidsbündlercontrelesPhilistins) 마디 8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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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제 20곡 ‘필리스틴들에 항하는 다윗 동맹의 행진’(Marchedes

DavidsbündlercontrelesPhilistins) 마디 182-197

c.제 1곡 ‘서언’(Préambule) 마디 115-133과 제 20곡 ‘필리스틴

들에 항하는 다윗 동맹의 행진’(Marche des Davidsbündler

contrelesPhilistins) 마디 228-246

c-1.제 1곡 ‘서언’(Préambule) 마디 1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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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제 20곡 ‘필리스틴들에 항하는 다윗 동맹의 행진’(Marchedes

DavidsbündlercontrelesPhilistins) 마디 228-246

d.제 7곡 ‘코 트’(Coquette) 마디 1-3과 제 8곡 ‘회답’(Réplique)

마디 2-4

d-1.제 7곡 ‘코 트’(Coquette) 마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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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제 8곡 ‘회답’(Réplique) 마디 2-4

이러한 인용의 방법을 통해 한 악곡에서는 곡의 주제와 다른 이질

인 부분이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된다.인용은 특정 부분을 악곡의 흐

름으로부터 일시 으로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며 청자로 하여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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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흐름의 단

분석을 통해 살펴 본 4개의 작품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한 부분의 흐름이 단되는 지 들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것이다.먼

제시된 요소들은 새로운 음악 재료들로 체되며,이후 다시 등장

하지 않음으로써 한 악곡 내에서는 후 부분을 분리시키는 구분 이

형성된다. 한,특징 인 요소가 한 부분 내에 삽입됨으로써 음악의 진

행을 일시 으로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이는 음악의 지속 인

흐름을 기 하는 청자의 기 에서 벗어남으로써 주의를 끈다. 한,이는

한 부분의 ‘창조’에 이어 이를 ‘괴’하는 모습을 보이며 낭만 아이러니

의 주요 요소인 이분법 변증법을 형성하게 된다.이와 같은 부분은

조성 화성 인 특성과 악상 템포 변화,그리고 쉼표 휴지부의

사용을 통해 드러난다.

이 4개의 작품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모습은 조성과 화성의 특징

인 사용을 통해 단 지 이 형성되는 것이다.라이만은 슈만의 《크

라이슬러리아나》를 분석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형성되는 조성 ,화성

변화를 소설 『수 고양이 무르의 인생 』과 비교하며 부각시켰다.

이러한 음악 변화는 크라이슬러의 이야기로부터 고양이 무어의 고백으

로의 갑작스러운 환과 유사하다는 것이다.136) 한,다베리오도 이러한

"극단 인 변화와 갑작스러운 조"137)가 소설에서 고양이 무어의 이야

기가 갑자기 단되고 크라이슬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과 연 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는 《크라이슬러리아나》 뿐 만 아니라 분석을 통해 살펴본 나머

지 작품들에서도 두드러지는 특징이다.이 작품들에서는 1개의 음이나

화음을 통해 갑작스럽게 조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

다.이는 이 부분의 흐름을 갑자기 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제시한 4개의 작품에서 공통 으로 사용된 조의 방법은 1개

136)ErikaReiman,Schumann'sPianoCyclesandNovelsofJeanPaul,p.85.

137)JohnDaverio,Nineteenth-CenturyMusicandtheGermanRomanticIdeology,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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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통화음을 통한 조 다.공통화음은 후 부분 모두와 련성을

지니는 음악 재료로서,새로운 부분으로 갑작스럽게 환하는 데 효과

으로 사용된다. 한,《크라이슬러리아나》 제 4곡에서 나타났던

이명동음을 통한 조는 이질 인 두 조성을 짧은 시간 내에 연결시키는

방법으로써,짧은 시간 내에 악곡의 흐름을 변화시키게 된다.이와 더불

어,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조성을 변화시키는 모습은 1개의 공통음 는

변화음,변성화음 는 후 맥락과 계없는 이질 인 화성을 통해서

도 나타난다.

먼 ,1개의 공통음을 통한 갑작스러운 조는 《 피옹》 제 2

곡에서 나타난다.네 마디의 서주를 이루는 Eb장조 조성은 마디 5에서

단되며138),A부분은 Ab장조에서 나타나게 된다.이러한 조는 4마디

의 마지막 음인 Eb음이 Ab장조의 5음이 되어 바로 이루어지게 된다.두

조성은 5도 계로 근친조에 해당하지만,이러한 조의 과정은 갑작스

럽게 느껴진다.두 부분 사이에 나타나는 쉼표는 이러한 단 의 느낌을

더욱 강조한다.이들은 악곡 내에서 주의를 끄는 요소로 작용한다.

<악보 49> 《 피옹》의 제 2곡 서주 부분과 A부분 :마디 1-8

138)ErikaReiman,Schumann'sPianoCyclesandNovelsofJeanPaul,p.40.

서주 A

Eb:V I Ab:IV6 iii6

ii6vii°7/iiivii°6V6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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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1개의 음이 변화됨으로써 이 의 조성 흐름이 단되고,새

로운 조성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카니발》 제 14곡에서 나타난다.

이 곡의 마디 13-14에서는 Cb과 B의 이명동음을 통해 Ab장조에서 B장

조로 조된다.이후 마디 46에서는 C#음이 C음으로 변화되며 다시 Ab

장조의 조성으로 돌아오게 된다.

<악보 50> 《카니발》의 제 14곡 ‘재회’(Reconnaissance) 마디

13-14

<악보 51> 《카니발》의 제 14곡 ‘재회’(Reconnaissance) 마디

45-46

Ab V I ib(min)

B: I - - -

Cb=B

V → Ab:V6 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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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1개의 변성화음을 통한 조는 《 타지슈티 》 제 7곡

에서 찾아 볼 수 있다.마디 62에서 F장조로 마무리 된 A부분에 이어지

는 B부분은 Db장조로 변화되어 시작된다.이는 F장조의 6도 변성 화음

이 Db장조의 1도 화음이 되어 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러

한 갑작스러운 조성 변화는 두 부분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게 된다. 한,

마디 62의 마지막 박에 나타나는 8분쉼표는 그 구분 지 을 더욱 뚜렷하

게 한다.

<악보 52>《 타지슈티 》의 제 7곡 ‘꿈의얽힘’(Traumes-Wirren)

A부분의 마지막과 B부분의 시작 부분 :마디 62-63

분석을 통해 살펴본 네 작품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조의 유형

은 이질 인 화성이 삽입됨으로써 나타나는 조성의 변화이다.《 피

옹》 제 7곡은 f단조로 시작하며,마디 9에서 시작하는 B부분은 Ab장

조로 구성된다.이 두 부분 사이에는 후 맥락과 계없는 이질 인

화성이 삽입되어 있다.마디 8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c단조의 감7화음

은 해결되지 않은 채 바로 다음 부분으로 연결되며 이 수상한 부분에 주

목하게 한다.

F:

bVI6- 64 IV I6

Db:I6-6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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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3> 《 피옹》 제 7곡의 A부분과 B부분의 시작 부분 :마디

1-10

지 까지 제시한 다양한 방법의 조는 작품을 다른 세계로 옮겨

놓으며 하나의 악곡을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부분들로 구분하게 된다.

이들은 악곡 내에서 ‘단 ’의 느낌을 강화시킨다.분석을 통해 살펴본 네

개의 작품에서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조성 변화는 앞서 제시한

부분들 이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나타난다.악곡에서 1개의 음이나 화음

을 통해 조가 나타나는 모든 부분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

다.139)

139)이러한 방식의 조는 조성음악에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다.그러나 분석을 통해

살펴본 슈만의 작품에서는 거의 부분의 조가 이와 같이 1개의 음이나 화음을 통

해 이루어지며, 진 인 과정을 거치며 나타나는 조성 변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슈만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 하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

다.

f: i vi6 vii°43/c

Ab:I V43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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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악곡 마디 시작화음 공통음 이동화음
1 피옹 제 2곡 4 Eb:I Eb → Ab:IV6

작품 악곡 마디 시작화음 공통화음 이동화음
1 피옹 제 3곡 9 f#:i =A:vi → V

2 피옹 제 6곡 4 d:i64 =F:vi64 → V65/V
3 피옹 제 10곡 16 e:i =G:vi → I

4 피옹 제 10곡 24 G:I =C:V → I
5 피옹 제 10곡 57 C:I =e:VI → vii°7
6 피옹 제 10곡 68 e:i =C:iii → V

7 피옹 제 11곡 9 D:I =f#:VI → vii°43
8 피옹 제 11곡 23 A:I =D:V → V6
9 피옹 제 11곡 31 D:I =G:V → I
10카니발 제 1곡 10 ab:i6 =Fb:iii65 → V

11카니발 제 8곡 14 Bb:ii6 =g:iv6 → i64
12 타지슈티 제 2곡 16 Ab:I =Db:V → I
13 타지슈티 제 2곡 42 Db:I =f:VI → V

14 타지슈티 제 4곡 16 Db:I =f:VI → V
15 타지슈티 제 4곡 140 Gb:I =Db:IV → V/vi

16 타지슈티 제 6곡 12 C:I =G:IV → I
17 타지슈티 제 6곡 20 G:I =C:V → ii6
18 타지슈티 제 6곡 29 C:vi =a:i → V65
19 타지슈티 제 8곡 25 F:I6 =Bb:V6 → I
20 타지슈티 제 8곡 60 Bb:I =F:IV → I

21크라이슬러리아나 제 1곡 24 d:i =Bb:iii → I
22크라이슬러리아나 제 4곡 20 Eb:I =c:III → V/V

23크라이슬러리아나 제 4곡 22 c:i =g:iv → V

24크라이슬러리아나 제 4곡 26 Bb:ii6 =Eb:vi6 → V65
25크라이슬러리아나 제 8곡 24 g:i =Bb:vi → I

[표 12]《 피옹》,《카니발》,《 타지슈티 》,《크라이슬러리

아나》에서 나타나는 조의 유형

a.1개의 공통음을 통한 조

b.1개의 공통화음을 통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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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악곡 마디 시작화음 변성화음 이동화음

1 피옹 제 6곡 6 F:I =A :VI(min) → I
2 피옹 제 9곡 8 bb:V =Db:III♮ → I

3 피옹 제 11곡 22 Bb:V =A :VI(min) → I64

4 카니발
제 16곡

(간주곡)
8 f:V =Ab:III♮ → I

5 타지슈티 제 7곡 62 F:I =Db:III♮ → I6
6 크라이슬러리아나 제 4곡 13 g:III =Bb:I5# → vii°6
7 크라이슬러리아나 제 4곡 17 Bb:I =g:III5 → ii°6

작품 악곡 마디 시작화음 이명동음 이동화음

1 피옹 제 4곡 18-19 E:vii°7/iiE
#=F A:vii°43

2 피옹 제 8곡 8-9 c#:V

G#=Ab

B#=C

D#=Eb

Db:I

3 카니발 제 14곡 13-14 Ab:ib(min)C
b:B B:I

4 타지슈티 제 1곡140)24-25 Db:V42-3b
Cb=B

Gb=F#
E141):V7

5 타지슈티 제 1곡 36-37 E:V7 F#=Gb Db:V43
6 크라이슬러리아나 제 4곡 23 g:V F#=Gb Bb:vii°42

c.1개의 변성화음을 통한 조

d.1개의 이명동음을 통한 조

140)치셀은 이 곡에서 이와 같이 계가 없어 보이는 조성들이 이명동음 으로 연결되

는 부분들에 주목하며 이를 슈만의 음악에서 신비로운 효과를 드러내는 특징 하나

로 꼽았다.;Joan Chissell,Schumann :witheightpagesofplatesand music

exampleinthetest,p.90.

141)하지만 이 E장조 조성을 확립하는 으뜸화음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이 부분은 불

안정한 부분으로 남게 된다.



-128-

작품 악곡 마디 시작화음 변화음 이동화음
1 피옹 제 9곡 39 Db:IV7 Eb→ E bb:Ger.6
2 카니발 제 7곡 36 Bb:V7 A→ Ab c:iv
3 카니발 제 14곡 46 B:V7 C#→ C Ab:V6

4 타지슈티 제 7곡 111 bb:i6
Gb→ G

Bb→ B
F:It.6

작품 악곡 마디 시작화음 이질 화성 이동화음

1 피옹 제 7곡 7-9 f:V7 c:vii°43 Ab:I

e.1개의 변화음을 통한 조

f.이질 인 화성의 삽입을 통한 조

이와 같이 특정한 음이나 화음을 통해 이 조성 안의 화성 진행이

단되고,새로운 조성으로 옮겨감에 따라 악곡에서는 시작 조성과 끝

조성이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이는 앞서 제시한 악곡

들 《크라이슬러리아나》의 제 4곡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Bb장조

로 시작된 제 4곡은 곡을 마치는 마디 27에서 1개의 공통화음을 통해 갑

작스럽게 g단조로의 조과정을 형성하며 마무리됨을 알 수 있었다.이

와 같은 모습은 《 피옹》 제 7곡과 제 8곡,그리고 《크라이슬러라이

나》의 제 7곡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마디 1-8의 A부분과 마디 9-24의 B부분으로 이루어진 《 피옹》

의 제 7곡은 f단조로 시작하지만,마디 8에서 이질 인 화성을 통해 Ab

장조로 조된 후,이 조성에서 마무리된다.이어지는 제 8곡은 c#단조에

서 시작한 후,A부분과 A'부분을 연결하는 마디 8에서 5도 화음이 1개

의 이명동음 화음이 되어 이를 통해 Db장조로,A''부분 마디 21에서

1개의 변성화음을 통해 bb단조로 조성이 변화된다.하지만 이 곡은 A''

부분과 A'''부분을 연결하는 마디 24에서 역시 1개의 변성화음을 통해

원조인 c#단조가 아닌 Db장조로 돌아가 이 조성에서 끝남으로써 시작 조

성과 끝 조성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한,c단조에서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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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리아나》의 제 7곡은 코다의 시작 부분인 마디 88에서 1개

의 공통화음을 통해 Bb장조로 조되며,마디 100에서 다시 1개의 공통

화음을 통해 Eb장조 조성으로 변화되어 마무리된다.

즉,이들은 모두 하나의 화음을 통해 갑작스럽게 조됨에 따라 시

작 조성과 다른 조성에서 종결됨을 알 수 있다.142)

<악보 54> 《 피옹》 제 7곡에서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조와

시작 마지막 부분의 조성

142)슈만은 이와 같이 1830년 에 여 히 평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 것을 마이어

(KarlMayer)의 op.31(오베르(Auber)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 모음)에 한 평론에서

정당화하 다.마이어의 Db장조 도입부와 F장조 변주곡들은 “사람들이 다른 조성들에

서 시작하고 끝날 수 있으며,여 히 꽤 멋있게 작곡할 수 있다.분명하게,이것은

외로 남겠지만,그것은 지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NeueZeitschrift

fürMusik 5[1836]:80);John Daverio,Nineteenth-Century Music and the

German RomanticIdeology,p.67재인용 ;John Daverio,RobertSchumann-

Heraldofa"NewPoeticAge",p.88재인용.

f:i - V42 VI6 vii°43/c

Ab:I V43

I
(A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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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5> 《 피옹》 제 8곡에서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조와

시작 마지막 부분의 조성

a.A부분 마디 1-4

b.A부분과 A'부분의 연결 부분 :마디 8-9

c.A''부분에서 나타나는 조와 A'''부분과의 연결 부분 :마디 21,24

c#:i iv i iv

A

A A'

G#=Ab/

B#=C/D#=Eb

c#:i iv i iv
V(=Db:V)→ I

A'''

I64V7-I

A''

Db:vii°7Ivii°7iiv6Ger.6V V I

bb:III5b Db: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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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6> 《크라이슬러리아나》 제 7곡에서 나타나는 갑작스러

운 조와 시작 마지막 부분의 조성

a.A부분 마디 1-2

b.코다의 시작 부분 :마디 88

c: vii°42/V V i64

Coda

c: iIV I6 V43 I

(Bb: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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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코다 부분에서 나타나는 조와 악곡의 마지막 부분 :마디 100,115

한편,앞서 제시한 악곡들 《카니발》의 제 6곡은 원조의 1도

화음이 아닌 5도 화음으로 끝남을 볼 수 있었다.이와 같이 악곡의 끝

부분에서 원조의 1도가 아닌 다른 화음이 나타나는 모습은 악곡이 갑작

스럽게 단되는 것 같은 느낌을 형성한다.이는 한 소설 『수 고양이

무르의 인생 』에서 2가지 다른 이야기의 혼합으로 인해 각 부분의 시

작과 끝을 불확실하게 하는 모습과 유사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여러 작품들에서도 나타난다.분석을 통해 살

펴본 악곡들에서 원조의 1도 화음으로 끝나지 않는 악곡들은 다음과 같

이 제시된다.

Bb I IV

(Eb:V)

I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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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악곡 시작화음 종지화음
1 피옹 서주 D:I D:V

2 피옹 제 2곡 Eb:V Ab:I
3 피옹 제 4곡 A :I f#:I#(pic.)

4 피옹 제 7곡 f:i Ab:I

5 피옹 제 8곡 c#:i Db:I
6 카니발 제 6곡 g:V9 g:vii°43
7 카니발 제 8곡143) Bb:IV g:i
8 카니발 제 17곡 f:i Ab:I

9 카니발 제 19곡 Ab:I Ab:V7
10크라이슬러리아나 제 4곡 Bb:V43 g:V
11크라이슬러리아나 제 7곡 c:vii°42/V Eb:I64

[표 13]원조의 1도 화음으로 끝나지 않는 악곡들

악곡에서 이 부분의 진행이 단되는 지 은 한 악상 는 템

포가 갑작스럽게 변화되고,원래의 악상 템포가 다시 제시되지 않는

경우 나타나게 된다.이러한 변화는 후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역할

을 한다.이와 같은 모습은 《 피옹》의 제 10곡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이 곡에서는 악곡 간에 갑작스럽게 휴지부가 등장

하며 음악이 일시 으로 단되는 모습이 나타났다.이러한 휴지부는 이

후 제시되는 《 피옹》의 제 12곡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A,B부분과

코다로 구성된 이 곡에서는 원조인 D장조의 1도 화음에서 B부분이 마무

리된 후 마디 69에서 한 마디의 휴지부가 나타나며 마치 여운을 주며 곡

이 끝난 듯한 느낌을 다.그러나 이어서 코다가 등장하며 상에서 벗

어난 모습을 보이게 된다.

143)도표에서 드러나듯이,《카니발》의 제 6곡과 8곡은 마무리 부분에서 일반 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이는 제 7곡 8곡의 시작부분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제 7

곡과 제 8곡은 각각 원조의 5도 증화음과 4도 화음에서 시작한다.이 6곡,7곡,8곡의

세 곡에 해서 다베리오는 이들이 하나의 악곡처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 다.시

작 지 과 끝 지 의 지속 인 유희는 감상자가 악보에 근하지 않고서는 세 곡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JohnDaverio,Nineteenth-CenturyMusicand

theGermanRomanticIdeology,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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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7>《 피옹》 제 12곡 B부분과 코다 사이의 휴지부

:마디 69

이와 같은 조성 화성 특징과 악상 템포의 변화,휴지부의

등장과 같은 요소는 이 의 진행을 갑작스럽게 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단 지 이후에 이 에 제시되었던 요소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

는다.즉,이러한 부분은 악곡 내에서 이 부분에 한 제한 요소로

작용한다.따라서 이는 음악의 흐름을 변화시키며 청자의 의식을 자극한

다.이러한 여러 특징들은 낭만 아이러니의 요소들과 련성을 지닌다.

(B)

C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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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탈

본 논문에서 분석한 네 작품은 모두 여러 개의 악곡들의 모음으로

구성된다.이들 가운데에서는 작품의 체 인 맥락으로부터 이탈하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다.이는 악곡의 흐름을 변화시키며 청자의 주의

를 끌게 된다. 한,이들은 이 부분들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낭

만 아이러니의 ‘자기 괴’과정을 형성하게 된다.《 피옹》 제

10곡에서 새로운 음형의 제시를 통해 나타났던 부분 이탈은 체 인

작품의 구성에서부터 한 악곡의 작은 부분에서까지 다양한 범 안에서

이루어진다. 한,이는 형식,리듬과 박자,짜임새,음역과 같은 여러 요

소들을 통해 나타난다.

먼 ,작품 체에서 주를 이루는 형식으로부터 이탈하는 모습은

《 피옹》과 《카니발》에서 나타난다.

《 피옹》은 춤곡들과 짧은 성격 소품들의 혼합물이다.144)슈만은

이 작품에서 춤곡 악장을 새로운,개별 혼성물로 재형상화하 다.145)

144)EricFrederickJensen,"ExplicatingJeanPaul:RobertSchumann'sProgram for

"Papillons"op.2,19th-CenturyMusic,Vol.22No.2(Autumn,1998),p.141.

145)이러한 춤곡 양식의 사용은 슈만이 슈베르트에게서 받은 향을 보여 다.두 사람

이 활동하던 시기에 요한 슈트라우스 등의 작곡가들에 의해 작곡된 왈츠와 같은 춤곡

들은 인 장르로서 낮게 평가되었다.그러나 슈베르트는 이러한 춤곡 양식을 활

용하며 이를 술 인 장르로 고양시켰다.슈베르트는 특징 인 리듬과 화성 요소

를 통해 변화무 한 매혹 효과를 만들어내며 왈츠 형식을 섬세하고 복잡하게 다루

었다.;EricaReiman,Schumann'sPianoCyclesandNovelsofJeanPaul,p.36.슈

베르트의 피아노를 한 춤곡으로부터 감을 얻고,슈베르트의 왈츠들을 매우 가까

운 모델로 활용한 슈만 역시 이러한 작품들을 단지 그들이 더 인 장르에서 비

롯되었으며 당시 ‘가정음악’(Hausmusik)으로 여겨졌다는 이유로 이들을 냉 하지 않

았다.;ibid.,pp.6-7,JoanChissell,Schumann:witheightpagesofplatesand

musicexampleinthetest,p.35,p.103,이러한 생각은 다음의 들에서 나타난다:

“음악 술가는 그를 둘러싼 어떤 흐름들도 무시할 여유가 없다.심지어 가장 솔직

하게 화 인 것도.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그의 동시 의 것을 알아야 한

다 ;이는 를 들어 그의 시 에 가장 표 으로 그의 고유한 길 안에 있는 [요한]

슈트라우스 [1세]([Johann] Strauss [Sr.])를 포함한다”; Robert Schumann,

Gesammelte Schriften über Musik und Musiker 1, p.389; John Daverio,

Nineteenth-CenturyMusicandtheGermanRomanticIdeology,p.66재인용.;“그

목표는 왈츠와 같은 “보다 한”장르가 합한 음악 표자로 존재하는 자연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그것을 변모시키는 것이다;결국,“가장 훌륭한 푸가는 언제나

이 슈트라우스 왈츠로 생각하는 것이다.”;Robert Schumann,Gesamme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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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의 체 인 구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피옹》을 구성하는 여

러 곡들은 3박자의 계열로 되어 있으며,이들 많은 곡들은 왈츠 리듬

을 갖는다.슈만은 왈츠가 하나의 모험 인 술 작품을 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146)이 작품에서 이를 추상 인 기악 작품으로 변형시켰

다.147)왈츠는 《 피옹》에서 심 인 형식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왈츠 형식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일부 악곡들은

다른 형식 박자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짜임새를 보이며 악곡의 체

인 틀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젠센과 오스트왈드,다베리오와 라이

만과 같은 학자들은 한 악곡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이질 인 부분들에 주

목하며 이러한 장치를 슈만의 음악의 요한 특징으로 보고 있다.148)

먼 ,12마디의 짧은 길이를 가진 제 2곡은 나머지 곡들과 달리 유

일하게 2박 계통으로 되어 있으며, 후 악곡과 다른 짜임새를 지니고

있다.마디 1-4의 서주 부분에서는 옥타 를 구성하는 아르페지오 음형

이 사용되며,이어지는 A부분과 A'부분은 부 리듬과 그 사이를 채우

는 16분 음표로 이루어져있다.라이만은 이러한 모습이 체 악곡의

기 를 이루는 ‘왈츠’의 아이디어를 왜곡한다고 주장하며,이 곡이 심

에서 벗어난 탈선 인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149)

SchriftenüberMusikundMusiker1,p.252;ibid.재인용.

146)ErikaReiman,Schumann'sPianoCyclesandNovelsofJeanPaul,p.36.

147)ibid.,p.7.이와 같이 재료들을 새롭게 활용하여 그것의 술 가치를 변

화시키는 것은 장 폴의 작품에 있어서도 요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148)EricFrederickJensen,"ExplicatingJeanPaul:RobertSchumann'sProgram for

"Papillons,"op.2,19th-CenturyMusic,Vol.22.No.2(Autumn,1998),pp.127-143;

PeterOstwald,Schumann-TheInnerVoicesofaMusicalGenius;JohnDaverio,

RobertSchumann-Heraldofa"New PoeticAge";ErikaReiman,Schumann's

PianoCyclesandNovelsofJeanPaul.

149)ErikaReiman,Schumann'sPianoCyclesandNovelsofJeanPaul,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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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8>《 피옹》 제 2곡 서주와 A부분의 시작 부분

:마디 1-8

이와 같이 3박 계열의 왈츠 형식이 주를 이루는 작품 안에서,2박

계열의 박자를 사용하며 체 인 구성에서 이탈한 악곡들은 《카니발》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피옹》에서 왈츠 형식과의 실험을 시도했던

슈만은 《카니발》에서도 이를 더 확장시켜 활용하 다.150)《카니발》

은 슈베르트의 왈츠 《독일 춤곡》(DeutscheTänzeop.9)(D.365) 두

번째 곡에 해당하는 ‘그리움의 왈츠’(Sehnsuchtswalzer)에서 향을 받아

작곡되었다.151)

150)라이만은 《카니발》을 “더 긴 《 피옹》”이라고 표 하 다.《카니발》은 《

피옹》의 근본 인 구조 제로부터 출발하 으나 규모와 담함,그리고 상상력의

깊이에 있어서 훨씬 더 확장되었다는 것이다.;ibid.,p.76.

151) 슈베르트의 《독일 춤곡》(Deutsche Tänze,op.9)(D.365) “그리움의 왈

츠”(Sehnsuchtswalzer)는 먼 1833년 슈만에 의해 작곡된 변주곡의 주제로 활용되었

다.그러나 이 변주곡은 출 되지 않았으며,이 장황한 도입부 부분이 《카니발》

의 제 1곡 ‘서언’(Préambule)에서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JohnDaverio,

CrossingPaths-Schubert,Schumann,andBrahms,p.13.

서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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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9> 슈베르트 《독일 춤곡》(DeutscheTänze,op.9)(D.365)

‘그리움의 왈츠’(Sehnsuchtswalzer)

그러나 제 2곡과 5곡,9곡,14곡,그리고 16곡은 2박 계열의 박자로

이루어져있다.이들은 왈츠 리듬과 다른 호흡을 형성하며, 체 악곡에

일시 으로 이탈한 부분들로 작용한다.152)

한편,《 피옹》에서는 3박 계열로 구성된 작품들 가운데에서도

다른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체 악곡에서 주를 이루는 왈츠 형식으로부

터 이탈한 악곡들이 나타난다.제 5곡과 11곡153)은 3/4박자로 되어 있으

나,왈츠가 아닌 폴로네이즈로 나타난다.154)폴로네이즈는 웅 이고 장

152)ErikaReiman,Schumann'sPianoCyclesandNovelsofJeanPaul,p.47.라이만

은 이와 같이 왈츠 형식이 주를 이루는 작품에서 2박 계열의 악곡이 제시되는 것을

“간삽법(interpolation)”으로 지칭하 다.이 용어는 다베리오도 사용한 것이다.John

Daverio,CrossingPaths-Schubert,Schumann,andBrahms,p.62.

153)가이링어(KarlGeiringer)는 최 로 이 작품들이 1828년 작곡된 슈만의 미출 작품

《피아노를 한 네 손의 폴로네이즈》(VIIIPolonaises,WoO20)에서 비롯된 것이라

고 주장하 다.; Karl Geiringer, "Ein unbekanntes klavierwerk von Robert

Schumann",DieMusik5(1933):pp.721-726;ibid.,p.41참조.

154)EricFrederickJensen,"ExplicatingJeanPaul:RobertSchumann'sProgram for

"Papillons"op.2,19th-CenturyMusic,Vol.22No.2(Autumn,1998),p.140.다베리

오에 따르면,이러한 폴로네이즈의 사용 역시 슈베르트의 춤곡 양식을 모방하고자 하

는 슈만의 시도로 볼 수 있다.;John Daverio,Crossing Paths - Schubert,

Schumann,andBrahms,p.15.라이만 역시 이와 같이 주장하며,슈만의 폴로네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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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격을 갖는 춤곡으로,왈츠보다 긴 리듬 패턴을 사용하며,무거운

분 기를 지닌다.이러한 특징은 이 두 악곡에서도 드러나며 왈츠 형식

으로부터 이탈한 모습이 두드러진다.

<악보 60>《 피옹》 제 5곡 마디 1-4

<악보 61>《 피옹》 제 11곡 마디 1-7

《 피옹》에서 이와 같은 이탈은 왈츠 형식으로 구성된 작품 안에

서도 나타난다.몇 몇 악곡에서는 후 맥락에서 벗어난 다른 짜임새를

통해 일시 으로 왈츠 리듬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는 슈베르트의 작품들에 비해 더욱 불규칙한 악구 길이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ErikaReiman,Schumann'sPianoCyclesandNovelsofJeanPaul,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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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은 먼 제 3곡에서 나타난다.슈만은 이 곡에서 ‘거인 부츠’라는 특

정한 이미지를 선택하여 묘사하고자 하 으며,이러한 시도는 A부분에

해당하는 마디 1-8의 왼손에서 나타나는 무거운 옥타 화음들과 함께

시작한다.155)이어서 이 선율은 A'부분에 해당하는 오른손에서 모방 으

로 제시되고 있다.이 부분까지는 3박자의 왈츠 리듬을 약하게 형성한다

고 할 수 있으나,A''부분에 해당하는 마디 18-28에서는 오른손에서 제

시된 부분을 왼손에서 더 가까운 거리를 두고 모방하여 스트 토

(stretto)를 형성함으로써, 체 인 짜임새를 변화시키고 있다.156)

<악보 62>《 피옹》 제 3곡

한편,제 9곡에서는 마디 9-24에 해당하는 B부분과 이를 유사하게

반복하는 마디 25-40의 B'부분에서 모방 짜임새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부분은 왈츠 형식 안에서 빠른 템포에서 “서두르는 듯이 움직이는 옥

155)EricFrederickJensen,"ExplicatingJeanPaul:RobertSchumann'sProgram for

"Papillons,"op.2,19th-CenturyMusic,Vol.22.No.2(Autumn,1998),p.140.

156)오스트왈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이 곡에 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우아한 왈츠들과 폴로네이즈들은 거인 부츠에 의해 난폭하게 방해받는다.이 거인

부츠는 ‘마치 그것 스스로에 의해 몰아진 것처럼’무도회 바닥 로 도약한다.불안해

하는 리듬들과 느릿느릿한 화성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Peter Ostwald,

Schumann-TheInnerVoicesofaMusicalGenius,pp.57-58.

stre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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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음형”157)의 반복으로 구성된 마디 1-8의 A부분과 차이를 보인다.

<악보 63>《 피옹》 제 9곡의 A부분과 B부분 마디 1-12

이와 같이 박자 리듬,짜임새의 변화를 통해 왈츠 형식에서 벗

어나는 부분들은 악곡의 흐름을 일시 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부

각된다.

한편,박자와 리듬의 요소를 통해 체 인 맥락에서 이탈하는 모

습은 악곡의 세부 인 부분들 안에서도 나타난다.슈만의 악곡들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어진 박자로부터 탈피하여 박 의 느낌을 변화시

키는 부분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오래 부터 이미 많은 이론가들이

이 부분에 해 지 하 다.라이스만(AugustReissman)은 1865년 당김

음 음형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슈만 음악의 주요한 특징으로 꼽았으

며,크나이어(ChristianKnayer)는 1912년 슈만의 건반 악기 작품들 안에

서 나타나는 박 의 변화 충돌에 해 지 하 다.158)

157)EricFrederickJensen,"ExplicatingJeanPaul:RobertSchumann'sProgram for

"Papillons,"op.2,19th-CenturyMusic,Vol.22.No.2(Autumn,1998),p.141.

158)AugustReissman,Schumann,p.152:ChristianKnayer,"RobertSchumannals

Meisterderrhvthmischen Verschiebungen:Eine An-regung fur das Studium

seinerKlavierwerke.",MusikpiidagogischeBlatter37(1912),pp.177-179.201-203.

231-233;HaraldKrebs,"RobertSchumann'sMetricalRevisions",MusicTheory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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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는 최근에도 지속되었다. 1982년 에들러(Arnfried

Edler)은 그의 서 『슈만과 그의 시 』(SchumannundseineZeit)에

서 리듬 복잡성을 슈만의 개인 양식의 특징으로 부각시켰다.159)

한,크렙스(HaraldKrebs)는 자신의 논문 “로베르트 슈만의 박 수정

들”(RobertSchumann'sMetricalRevisions)에서 ‘화’와 ‘불 화’의 개

념을 통해 슈만의 음악에서 주어진 박 느낌을 변화시키는 부분들에

해 언 하 다.160)그는 박 인 ‘불 화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슈만

이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이나믹 악센트들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꼽았다.

이와 같은 모습은 분석을 통해 살펴 본 네 작품 여러 악곡에서

나타난다.몇 몇 악곡들에서는 헤미올라 리듬을 통해 3박자의 곡 안에서

2박의 느낌을 주며 이 두 가지 다른 박자 사이의 갈등을 형성한다.161)

한,짧은 길이 동안 변박이 나타나며 후 부분과 차이를 보이는 부

분도 제시된다.

먼 ,헤미올라 음형을 통해 주어진 박자에서 탈피하는 모습은 앞

서 제시한 《 피옹》의 제 10곡 이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나타난다.이

는 《카니발》 제 1곡과 7곡,그리고 《크라이슬러리아나》 제 5

곡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헤미올라 음형도 ‘박 불 화음’을 형성하는 요소 하

나로 본 크렙스는 특히 《카니발》 제 1곡에서 나타나는 모습에 주목

하 다.그는 이 곡의 마디 27-35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특징 으로 부각

시켰다.162)이 부분에서는 마디 26에서 제시된 Eb-F-Eb-C-Ab음형이 오

른손과 왼손에서 모방 으로 이어진다.이들은 마디 의 경계를 무시한

채 등장하기도 한다.이어서 마디 28-30과 마디 32-34에서는 베이스 음

의 역할을 하는 A음과 이어서 나타나는 화음으로 구성된 “ooom-pah"

Spectrum,Vol.19,No.1(Spring,1997),p.35참조.

159)ArnfriedEdler,SchumannundseineZeit;ibid.참조.

160)HaraldKrebs,ibid.,pp.35-54.

161)크렙스는 이를 3박과 2박이 결합되었다고 보고,D3+2불 화로 지칭하 다;ibid.,

p.27.

162)HaraldKrebs,ibid.,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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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 음형163)이 제시되며 3박자로 구성된 이 곡 안에서 일시 으로 2박

의 느낌을 형성한다.164)

<악보 64>《카니발》의 제 1곡 ‘서언’(Preàmbule) 마디 27-35

한편,《크라이슬러리아나》에서는 제 5곡에서 헤미올라 음형이 제

시된다.A-B-A'형식으로 구성된 이 곡에서는 B부분 마디 90-114의

왼손에서 당김음 음형이 나타난다. 한,오른손에서는 4개의 8분음표로

구성된 음형이 마디를 걸쳐 반복되며 2박의 느낌을 형성한다.165)이들은

163)이는 크렙스가 사용한 용어이다.;ibid.,p.40.

164) 이 부분은 마디 100-110에서도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오른손의

Eb-F-Eb-C-Ab 음형은 마디 27보다 옥타 의 음에서 시작하여 음역을 달리하여

반복된다.왼손에서도 앞부분과 같이 “ooom-pah"반주 음형이 반복되고 있다. 한,

이러한 “ooom-pah"반주 음형과 함께 형성되는 헤미올라 음형은 이 곡의 코다에 해

당하는 마디 115-140에서도 등장한다.이 부분의 오른손에서는 당김음 음형이 빈번하

게 나타나며 왼손의 음형과 함께 3박의 느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한편,마디

55-67에서는 “ooom-pah"반주 음형의 베이스 음이 옥타 음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반음계 진행을 보인다.이 음형을 통해 이 부분에서도 3박 안에서 2박자의

느낌을 형성하게 되며,주어진 박자로부터 탈피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이와 같이 3박

자로 구성된 악곡에서 하나의 음형이 마디에 걸쳐 나타나며 2박의 느낌을 형성하는

모습은 한 《카니발》 제 7곡에서도 나타난다.이 부분에서는 마디 38-39와 마

디 42-43의 오른손에서 마디를 걸쳐 하행하는 음형이 제시되고 있다.

165)특히,마디 105까지는 이 음형의 첫 음에 악센트가 나타나며 강세의 변화를 부각시

킨다.

A

3박자 왈츠 리듬

음형 모방
마디 의 경계 무시

헤미올라 음형 -2박 형태의 박 감

“ooom-pah"

반주 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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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체 악곡의 규칙 인 박자와 강세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악보 65>《크라이슬러리아나》의 제 5곡의 B부분 마디 90-114

B d

c

헤미올라 음형

당김음 리듬

반음계



-145-

작품 악곡 박자 변박 부분 변박 마디 변화된 박자
피옹 제 11곡 3/4 A m.10 4/4

피옹 제 12곡 3/4 A mm.9-12 2/4
타지슈티 제 4곡 3/4 A m.68 2/4

크라이슬러리아나 제 6곡 12/8 B mm.19-346/8

크라이슬러리아나 제 8곡 6/8
B

(왼손)167)
mm.25-482/4

한편,라이만은 악곡의 체 인 맥락에서 이탈하는 부분들을 형성

하는 요소 하나로 변박을 제시하 다.166)부분 으로 짧게 나타나는

변박은 그 후 부분과의 차이를 드러내며 악곡의 흐름을 일시 으로 변

화시킨다. 한 악곡의 형식을 구성하는 부분들 한 부분 체에서 나

타나는 변박은 그 형식 구분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분석

을 통해 살펴 본 악곡에서 박자가 변화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

다.

[표 14]작품에서 나타난 변박 부분

한편,슈만의 작품에서는 특히,이러한 변박이 아무 표시 없이 나타

나며 주의를 끌기도 한다.이는 작품을 감상하는 청자와 악보를 통해 작

품을 하는 분석자 모두를 의아하게 하는 부분이다.이는 앞서 분석한

《카니발》 제 6곡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난 모습이었다.

이와 같은 지시 없는 변박은 《크라이슬러리아나》의 제 2곡 마

디 107-108에서 찾아볼 수 있다.이 부분에서는 3/4박자로 구성된 작품

안에서 일시 으로 2/4박자로 변화된다. 한,《카니발》 제 13곡에

서도 악곡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특별한 표시 없이 이러한 변박이 나타

난다.따라서 제 13곡은 3/4박자의 갖춘마디로 시작하지만,2박의 못갖춘

마디로 끝나게 된다.이들은 규칙 인 박자를 유지하는 나머지 부분들

사이에서 이탈한 부분을 형성한다.

166)ErikaReiman,Schumann'sPianoCyclesandNovelsofJeanPaul,p.46.

167)이 부분에서 왼손에서는 2/4박자로의 변박이 나타나지만,오른손은 원래의 박자인

6/8박자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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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6>《크라이슬러리아나》 제 2곡의 마디 107-108

<악보 67>《카니발》 제 13곡 ‘에스트 라’(Estrella)의 종결 부분

:마디 29-36

이와 같은 부분들은 각 악곡을 구성하는 박자가 지닌 강세를 변화

시키고,한 마디를 새로운 방식으로 분할시키며 주어진 박자 내에서 형

성된 다른 부분들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이들은 이 과 다른 음악 호

흡을 형성하며 독립 인 부분을 구성한다.이에 따라 음악의 체 인

흐름에 변화가 나타난다.이와 같이,부분 으로 나타나는 박자와 리듬의

차이를 통한 이탈은 후 악곡 는 후 부분과의 연결성을 상쇄시킨

다.

못갖춘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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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한 형식을 이루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악곡에서 특히 이질

인 짜임새를 가진 부분이 삽입된 부분도 이 의 흐름으로부터 이탈한

모습을 형성하게 된다.이는 《 피옹》 제 12곡168)과 《 타지슈티

》 제 8곡의 코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타지슈티 》 제 8곡의 코다 부분은 《 타지슈티

》 체에서도 새롭게 나타난 짜임새를 가진다.각각 4분음표와 8분음

표 음형이 주를 이루던 마디 1-24의 A부분과 마디 24-60의 B부분과 달

리 이 부분에서는 2분음표와 2분음표가 주를 이루며,동음을 반복하

는 화음들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이는 정 인 분 기를 형성하며,마치

다른 악곡이 제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다.이 코다 부분에서는 여러

조성의 딸림 7화음에 해당하는 화음이 지속 으로 등장하며 여러 조성을

제시한 후 원조인 F장조에 이르게 된다.

<악보 68> 《 타지슈티 》의 제 8곡 ‘리트의 끝’(Endevom Lied)

에서 조 으로 나타나는 코다

a.A 부분 마디 1-4

168)《 피옹》의 제 12곡에서 마디 1-20의 A부분에서는 《할아버지 춤》 선율이 제시

되며,마디 21-69의 B부분에서는 이와 함께 제 1곡의 왈츠 선율이 인용된다.이에 따

라 두 부분은 선율 인 흐름을 지니게 된다.반면에,악곡을 마무리하는 마디 70-88

의 코다 부분은 이 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지속음들로 이루어지며 마치 새 작

품이 시작된 듯한 느낌을 다.특히,마지막 네 마디에서는 분산화음이 나타난 후 음

들이 하나씩 생략되기 시작하는 모습이 특징 으로 나타난다.그러나 상성의 A음은

악곡의 끝부분까지 유지된다.이와 같이 음들이 길게 지속되는 형태는 여러 편

요소들의 출 을 통해 역동 인 분 기를 형성하 던 《 피옹》의 체 인 모습과

도 조되는 것으로서, 체 인 흐름에서 이탈한 독립 인 부분을 형성한다.이러한

새로운 요소를 통해 악곡을 마치는 모습은 음악에서 일반 이지 않은 것으로,청자의

주의를 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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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부분 마디 24-25

c.코다 부분 마디 85-101

특정 부분이 악곡의 체 인 맥락으로부터 이탈하는 모습은 마지

막으로 음역의 차이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이는 《 피옹》 제 11곡

에서 특히 특징 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마디 1-28에 해당하는 A부분

과 마디 29-47에 해당하는 B부분은 음역 차이를 통해 분리된 모습을 보

인다.B부분은 매우 고음역에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며 두드러진다.

B

F: ii iii6V7-I-6 V65/B
b- V7/D

b-→ I64 - i64(min)- V7/D
b

- V65/B
b- V65/C - V7/F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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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9>《 피옹》 제 11곡 A부분의 종결 부분과 B부분의 시

작 부분 :마디 29-35

이러한 새로운 특징을 지닌 부분들은 악곡의 진행 안에 개입된 단

편들로 볼 수 있다.이들은 연결 과정 없이 측되지 않은 지 에서 등

장하기 때문에,일시 으로 삽입된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다베리오

는 슈만이 이러한 “간삽법”을 사용함으로써 “한 원고로부터 다른 원

고들로 이동한다”169)고 표 하 다.이와 같이 형식,리듬과 박자,조성

화성,음역 등의 음악 요소들을 통해 후 부분으로부터 이탈하는

모습은 악곡의 흐름을 방해하며 청자의 의식을 자극하게 된다.

지 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슈만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편 성

격과 인용,흐름의 단 이탈의 요소는 각 악곡에서 특징 인 부분을

형성한다.이들은 새로운 요소들을 통해 이 에 나타났던 부분들을 제한

하며 상호모순 인 부분을 드러내는 낭만 아이러니의 기법 의미와

연결된다.문학 작품에서 거리 등장인물들의 특성과 더불어 작가

특유의 문체와 서술 방식을 통해 나타나는 낭만 아이러니를 슈만은 다

양한 작곡기법들을 통해 음악에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장치들은《 피옹》,《카니발》,《 타지슈티 》,《크라이슬러리아나》

169)JohnDaverio,CrossingPaths-Schubert,Schumann,andBrahms,p.62.

B

고음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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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반복 으로 나타나며 슈만의 독자 인 작품 세계를 형성하게 된

다.170)

170)필자는 이 네 작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작곡기법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부록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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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슈만의 피아노 음악에 나타난 낭만 아이

러니의 미학

지 까지 슈만의 작품 《 피옹》,《카니발》,《 타지슈티 》와

《크라이슬러리아나》를 낭만 아이러니의 특성과 연결시켜 분석해보았

다.먼 ,각 작품에서 특히 다양한 측면에서 주의를 끄는 악곡들을 서사

흐름에 따라 살펴보았다.이어서,이와 같은 특징 인 부분들을 형성

하는 기법들을 편 성격,인용,흐름의 단,이탈의 네 가지로 분류

하여 도출해냄으로써 이들이 양식 측면에서의 낭만 아이러니의 의미

와 연결 을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작품에 나타나는 특징들은 이와 더불어 낭만 아이러니의

미학 의미와 실존 의미의 음악 용 가능성을 보여 다.그 다면

과연 슈만의 피아노 음악에서 낭만 아이러니의 미학은 무엇을 의미하

는 것일까?필자는 이를 네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보고자 한다.

1.모순과 자아분열 특성

낭만 아이러니의 핵심 인 특성은 하나의 술 작품 안에서 모순

과 자아분열 인 특성이 드러난다는 것이다.“유기 으로 형성된 체성

에 반(反)하는 것으로서의 변증법 인 긴장을 창조해 내는 낭만 아이

러니”171)는 모순 인 부분들을 형성한다. 한,인간의 실존 인 문제와

연결되는 낭만 아이러니에서 이는 자아분열 특성과 연결된다.슐

겔에 따르면,“사람들은 자신을 분열되고 나 어진 것으로,모순들과 이

해불가능성으로 가득한 것으로,통합에 본질 으로 반 되는 조각들로

171)Ingrid Strohschneider-Kohrs,"ZurPoetik derdeutschen Romantik,II:Die

romantischeIronie,"inDiedeutscheRomantik:Poetik,FormenundMotive,ed.

HansSteffen(Göttingen,1967),p.87;JoanChissell,Schumann:witheightpages

ofplatesandmusicexampleinthetest,p.107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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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한다”172).그리고 슐 겔은 이러한 자아가 표 된 술 작품에서 낭

만 아이러니의 요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어울리지 않는 상

이한 부분들이 공존하는 작품의 특성을 ‘분열된 자아’의 개념과 연결시킨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독자 인 특성을 지닌 단편들의 결합을 통해 형성

된다.슐 겔은 “생각들은 변화되어야 하며,그들의 정반 의 것과 함께

합성되어야 한다”173)고 주장하 다. 술작품에서 각각의 단편은 먼

‘창조’된 후 이어지는 요소에 따라 ‘괴’되는 변증법 과정을 반복 으

로 거치며 낭만 아이러니를 드러내게 된다.

이와 같은 모습은 낭만주의 시 의 술에서 특징 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 술가들은 “일 성 있는 체에 한 가장 요한 고 주의

이상을 거부하고, 신 단편의 미학에 다가갔다”.174)이들은 작품 안에서

흐름을 단시키고 변화시킴으로써 “조화롭게 통합된 체의 고 인

우아함을 상실하 다.”175)슐 겔은 이러한 술 작품에 해서 다음과

같이 표 하 다.

그것은 작품이 아니다.‘하지만 신 단지 부서진 조각...덩어리,배열’이다.176)

이러한 단편들을 통해 모순 인 부분과 자아분열 특성을 드러내

는 모습은 슈만의 피아노 작품에서도 나타난다.슈만은 “짧은 성격 소품

172)FriedrichSchlegel,KritischeFriedrich-Schlegel-AusgabeXII,p.381;BeateJulia

Perrey,Schumann'sDichterliebeandEarlyRomanticPoetics-Fragmentationof

Desire,p.29재인용.슐 겔은 “사람들이 체로서 존재하지 않고,오직 나뉘어져

존재한다”고 보았으며,“그들은 체로서 제시될 수 없다”고 주장하 다.;

FriedrichSchlegel,KritischeFriedrich-Schlegel-AusgabeXVIII,p.506,no.9;ibid.,

p.24재인용.

173)FriedrichSchlegel,KritischeFriedrich-Schlegel-Ausgabe2:171:Fragments,23;

Georgia Albert,"Understanding Irony :Three Essais on Friedrich Schlegel",

ComparativeLiterature(Dec.,1993),p.825재인용.

174)BeateJuliaPerrey,Schumann'sDichterliebe and Early RomanticPoetics-

FragmentationofDesire,Introduction.

175)ibid.

176)FriedrichSchlegel,KritischeFriedrich-Schlegel-AusgabeXVIII,p.159,no.103,

ibid.,p.24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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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자신의 충동 인 감정들을 표 ”177)하고자 하 다.178)이에 따라

한 작품 안에서 그의 음악 소재들은 “간결하게 결합하는 단 로서 형

태를 바꾸게 된다”.179)작품 분석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슈만의 음악에

서는 이질 인 요소들의 나열과 갑작스러운 음악 특징의 변화를 통한

편 성격이 두드러진다.그의 음악은 상이한 요소들의 교 를 통해

이루어지며,여러 악곡들로 이루어진 작품의 체 인 구성면에서 볼 때

도 각각의 악곡은 뚜렷한 특징을 보이며 독립성을 지닌다.압축된 길이

의 작품 안에서 서로 다른 음악 요소들이 특정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상되지 않은 곳에서 바로 새로운 요소들로 이어짐에 따라서 각 부분은

서로 분리된다.특히,슈만은 새로운 음악 재료를 제시한 후에는 이를

변화 없이 집요하게 반복하는 방법을 사용하 기 때문에,각 부분들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고정된 모습을 보인다.“분명하게 양립할 수 없는

요소들을 합성하고,그 결과를 모두 자신의 특유한 습 인 고질화의 방

법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슈만의 경향”180)으로 인해 각각의 부분들의

연결성은 약화된다.이들은 재 과정 없이 나열됨으로써 체 악곡을

편화시키는 역할을 한다.이와 더불어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박자,조

성,악상,템포 등의 변화와 다른 악곡에서 인용한 부분들의 삽입도 악곡

의 흐름을 단시키거나, 체 맥락에서 이탈한 부분을 형성한다.이와

같은 요소들은 하나의 악곡을 작은 부분들로 해체하는 역할을 한다.슈

만의 음악에는 불연속 인 효과들이 풍부하다.181)

이와 같은 모습은 체 작품을 어울리지 않는 상호 모순 인 부분

들로 채우게 된다.슈만은 “유사한 힘들은 서로를 무효하게 하며,유사하

177)JoanChissell,Schumann:witheightpagesofplatesandmusicexampleinthe

test,p.107.

178)슈만은 짧은 성격 소품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하 다.“짧은 악곡을 멸시하지 마라.

어떤 범 한 기반,즐거운 발 과 결론은 많은 작품의 장식이 될 것이다.하지만 다

른 사람들이 몇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을 몇 분 안에 표 하는 방법을 아는 음-시인

(tone-poets)들이 있다.”;RobertSchumannsGesammelteSchriften überMusik

undMusiker,5thedition,Leipzig,1914.VolumeII,p.64;RobertSchmann;ed.

byKonradWolff;tr.byPaulRosenfeld,OnMusicandMusicians,p.73재인용.

179)JohnDaverio,RobertSchumann-Heraldofa"NewPoeticAge",p.325.

180)JohnDaverio,CrossingPaths-Schubert,Schumann,andBrahms,p.36.

181)ibid.,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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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들은 서로를 강화한다”182)고 보고, 비되는 부분들을 병치시

켰다.이들은 한 부분의 흐름을 단시키고,제한하는 역할을 한다.새로

운 음악 단편들은 다양한 작곡기법 특징을 통해 성격의 변화도 함께

수반하며 낭만 아이러니의 주요한 특징인 ‘창조’와 ‘괴’의 모습이 부

각된다.특히,악곡의 여러 부분에서는 슈만의 분열된 자아를 상징하는

로 스탄과 오이제비우스183)가 교 로 표 되며 자아분열 인 특성을

드러낸다.184)이는 분 기나 감정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수반하는185)낭

만 아이러니와 연결 을 형성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술 작품과 세계에 한 슈만의 의식이 드러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슈만이 그의 음악 작업에 해 설명한 내용들

을 살펴보면,창작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의식이 요하게 작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슈만은 1838년 4월 13일 클라라 비크 슈만(Clara

WieckSchumann,1819-1896)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언 하

다.

182)RobertSchumann;ed.byKonradWolff;tr.byPaulRosenfeld,OnMusicand

Musicians,p.42.

183)이 상반되는 성격의 두 인물은 1831년 슈만의 일기에서 처음 등장하 다.Robert

Schumann ;ed.by Konrad Wolff;tr.by PaulRosenfeld,On Music and

Musicians,p.17.

184)이러한 자아분열은 슈만을 비롯한 낭만주의 시 의 술가들 자신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그들이 처한 실과 이상 간의 립은 정신의 내 분열을 야기하

다.많은 술가들은 이러한 자아분열 인 기를 작품에 표 하고자 하며,그 안에

서 무정형 인 혼란 상태를 래하 다.이는 슈만의 삶 속에서도 나타난다.슈만은

가족들과의 이별,연인과의 사랑의 문제를 겪었다.슈만은 두 연인 나니(Nanni

Petsch)와 리디(LiddyHempel)사이에서 거리를 느 다. 한,아버지와 나는 리디

를 사랑할 무렵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났다.슈만은 상실에 한 고통을 느끼면서

도 리디와의 사랑 속에서 즐거워했다.그는 이러한 감정 차이와 불일치로부터 죄책

감을 느끼기도 했다.“만약 안의 것이 아마도 즐거움이 된다면 바깥의 것은 슬퍼질

수 있는가? 는 내부의 슬픔은 외부의 슬픔을 한 조건인가?”(John Daverio,

RobertSchumann-Heraldofa"NewPoeticAge",p.28)라는 슈만의 말은 자아분

열 인 모습을 드러낸다. 한 슈만은 클라라 슈만(ClaraSchumann,1819-1896)과 결

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말년에는 우울

증에 시달리기도 했다.하지만 슈만의 작품 속에는 동심을 자극하는 신비롭고 환상

인 부분들이 담겨 있다.이들과 조되는 분 기의 패세지가 작품 속에 공존하며 이

인 모습을 보이지만,이러한 장조 풍의 밝은 부분들은 자신의 삶으로부터의 의식

인 분리라고 할 수 있다.

185)CharlesS.Brauner,"IronyintheHeineLiederofSchubertandSchumann",

TheMusicalQuarterly,Vol.67,No.2(Apr.,1981),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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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의해 향을 받았으며,나는 나의 고유한 방법으로

정치,문학,그리고 사람들에 해 생각하며,나는 음악 안에서 나의 감정을 표 하기를

원하며 그들을 한 발산 수단을 찾기를 원한다.이것이 나의 작품들이 때때로 이해하

기 어려운 이유이다.왜냐하면 그들은 동떨어진 심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다;그리고 그들은 때때로 두드러진다.왜냐하면 발생하는 모든 비범한 것들이 나에게

감동을 주며 나로 하여 그것을 음악 안에서 표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186)

이는 괴테와 타루스킨의 주장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괴테는 낭만

주의 술가가 그의 감정 경험의 향을 받으며,그의 술 작품에 개

인 으로 근한다고 설명하 다.187) 술 작품의 창작 감상의 과정

에는 자신에 한 숙고의 작업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한,타루스킨은

이와 같은 ‘자기성찰’의 재 이 진정한 낭만 차원인 음악의 불가사의한

힘의 원천이라고 주장하 다.188)그는 이와 같은 낭만주의 술가들의

“심리 통찰력”189)을 통해 낭만 아이러니가 드러난다고 보았다.

즉,분석을 통해 밝 진 낭만 아이러니의 요소들은 슈만의 사상

미학 이 작품에 반 되어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작품의 창작

에 있어서 지성의 발휘를 통해 감을 통제하고,고 주의 양식을 자유

롭게 사용하며 드러낸 ‘아이러니’의 요소는 슈만의 ‘자아분열 인 의식’이

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이러한 자아분열 특성과 모순 인 부분이 드러나는 슈만

의 음악은 낭만 아이러니의 미학과 연결된다고 하겠다.

186)Kerst,Schumannbreiver,Berlinandleipzig,1905;JoanChissell,Schumann:

witheightpagesofplatesandmusicexampleinthetest,p.32재인용.

187)괴테는 이것이 낭만주의가 고 주의와 조되는 특성이라고 주장하 다.;Joan

Chissell,Schumann:witheightpagesofplatesandmusicexampleinthetest,p.

79참조.

188)RichardTaruskin,TheOxfordHistoryofWesternMusic,p.152.

189)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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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두 번째 세계”의 존재

술 작품은 작가에 의해 창조된 하나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문

학이나 음악과 같은 시간 술 작품을 할 때,감상자는 그 세계가 반

복과 변형을 통해 연결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그러나 이러한 진행

안에서 후 부분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새로운 부분이

제시될 때 그 과정은 단된다.이는 감상자로 하여 다른 세계로

옮겨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한다.

이와 같은 부분은 장 폴의 “두 번째 세계”와 연 성을 지닌다.

후 맥락과 이어지지 않는 새로운 요소의 도입을 통해 작품의 흐름은 일

시 으로 변화되거나 단되며,어떤 “두 번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형성하기 때문이다.이러한 “두 번째 세계”는 “연속 으로 조

인 두 가지 상태들을 표 하며”190), 상을 “하나의 단독 인 일견”191)

안에서 악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낭만 아이러니의 특성과 연결된다.

이러한 “두 번째 세계”는 슈만의 작품에도 존재한다.슈만의 상상

력의 산물들은 작품 안에서 주어진 틀에서 일탈한 지 , 는 보완 인

경향들이 상호작용하는 지 으로서 나타나며192)이와 같은 부분을 형성

하게 된다.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슈만의 경우 하나의 작품을 구성

하는 형식 내의 작은 부분들은 서로 다른 뚜렷한 특징을 보이며 구분된

다.특히 3부 형식이나 론도 형식을 지닌 작품처럼 처음에 등장한 부분

이 유사한 특징을 보이며 반복되고,그 사이에 새로운 요소가 주를 이루

는 부분이 삽입되는 악곡들에서 그 새로운 요소는 일시 으로 탈선한 부

분을 형성하며 “두 번째 세계”가 제시되는 것 같은 인상을 다.이러한

경우 “두 번째 세계”는 앞서 다베리오가 언 한 “카터 무어 원리”193)와

190)W.H.AudenandChesterKallman,"Introduction,"AnElizabethanSongBook,

ed.NoahGreenberg(GardenCity,N.Y.:Doubleday,1955),p.xvii;R.Taruskin,

TheOxfrodHistoryofWesternMusic,p.143재인용.

191)FriedrichSchlegel,KritischeFriedrich-Schlegel-AusgabeXII,p.381;BeateJulia

Perrey,Schumann'sDichterliebeandEarlyRomanticPoetics-Fragmentationof

Desire,p.24재인용.

192)JohnDaverio,RobertSchumann:Heraldofa"NewPoeticAge",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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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련성을 지닌다.즉.이질 인 부분이 작품의 간에 포함됨으로써

흐름을 끊고,삽입된 그 세계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다.이들은 앞 뒤 부

분과 연결되지 않은 채 독립 으로 존재하며 새로운 세계를 보여 다.

한,《 피옹》이나 《카니발》에서 제시된 것처럼 하나의 악곡

안에서 다른 작품의 특정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도 이러한 “두 번째 세

계”의 개념과 연결시킬 수 있다.이는 일시 으로 인용된 부분이 포함된

그 악곡으로 옮겨간 듯한 느낌을 형성하기 때문이다.다시 원곡의 특징

들이 주를 이루게 되면,청자는 그 인용 부분이 다른 세계로의 일시 인

일탈을 보여주었음을 알게 된다.

이와 더불어,특정 부분이 형식,리듬과 박자,음역 등의 요소를 통

해 이 부분으로부터 이탈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두 번째 세계”가 도입

된 것 같은 느낌을 다.이는 다른 분 기를 자아내며 일시 으로 체

악곡으로부터의 단 의 느낌을 형성하게 된다.194)

이와 같은 “두 번째 세계”는 고 그리스 희극의 한 부분에서 나타

나는 ‘라바시스’(parabasis)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라바시스는 “시인

의 이름으로 합창에 의해 청 에게 말해진 발언”으로 “극의 간에 발생

한다”.195)합창은 일시 으로 연극의 구성의 선 인 발 에서 벗어나 청

을 바라보도록 몸을 돌리고 당시의 사건들에 해 언 한다.196)따라

서 라바시스는 이야기의 흐름을 단시키며 연극 안에서 진행 인 과

193)JohnDaverio,Nineteenth-CenturyMusicandtheGermanRomanticIdeology,

pp.61-77.

194)다베리오는 작품의 간 부분에 이와 같이 다른 특징을 가진 부분이 삽입되는 모습

을 시 환경과 연 지을 수 있다고 보았다.즉,슈만의 활동 시기를 포함하는

1840년 와 1850년 에 발생한 상화 촬 술이 이러한 작품 경향과 유사성을 지닌

다는 것이다.그는 이들이 모두 일시 인 시간의 흐름을 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

닌다고 주장하 다.;JohnDaverio,Crossing Paths-Schubert,Schumann,and

Brahms,p.147.특히 슈만의 악곡에서 인용을 통해 이질 인 부분이 도입되는 것은,

다른 작품에 보존된 그 부분을 가져와 새로운 공간에 고정시키는 작업으로 볼 수 있

다.이는 그 앞에 존재했던 부분과 뒤에 이어지는 부분을 인 으로 분리시키며 악

곡의 흐름을 지하는 역할을 한다.

195)JohnDaverio,Nineteenth-CenturyMusicandtheGermanRomanticIdeology,p.

28.

196)GeorgiaAlbert,"Understanding Irony :ThreeEssaison Friedrich Schlegel",

ComparativeLiterature(Dec.,1993),p.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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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방해하고 괴하는”197)의 요소로서 작용한다.이는 환상에 빠져있

던 감상자로 하여 다시 실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즉,감상자

는 합창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그 에 자신이 몰입해 있던 작품

이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 세계 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라바시스는 폐쇄된 무 의 세계를 람자 역의 실제 세계로 개방함으

로써 허구를 허구로써 노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198)

슐 겔은 “아이러니는 원한 라바시스이다”199)라고 표 하며,

이를 낭만 아이러니와 연결시켰다.이러한 라바시스의 삽입은 작품

에서 체 인 일 성과 통일성을 기 할 수 없게 만든다. 한,이는 작

가에 의해 의도 으로 마련된 장치로서 작가와 작품,그리고 감상자 사

이의 거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이를 통해 감상자는 연속 인 진행

을 정지시키며 주의를 끄는 “두 번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슈만의 음악에서도 드러나는 것으로 이러한 “두 번째 세계”의

존재는 청자로 하여 작곡가의 개입에 해 의식하게 한다. 후 부분

과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새로운 부분이 제시될 때,그리고 이 에 나타

났거나 다른 작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른 맥락에서 다시 사용될

때 감상자는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게 된다.이는 작품이 작곡가에 의해

“만들어졌고,사실상 작곡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한다”.200)이는 작가

로 하여 술작품에서 지략을 발휘하게 하고,청 에게는 작가의 존재

를 인식하며 작품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이를 찰하게 하는 낭만 아이

러니의 특성과 련된다.“두 번째 세계”에서 등장하는 독립 인 부분은

“ 기치 않은 그리고 비범한 것의 도입”201)을 보여주며 청자의 주의를

197) Friedrich Schlegel, Geschichte der europäischen Literatur, Kritische

Friedrich-Schlegel-Ausgabe11:88;ibid.,p.841재인용.

198)GeorgiaAlbert,"Understanding Irony :ThreeEssaison Friedrich Schlegel",

ComparativeLiterature(Dec.,1993),p.841.

199)FriedrichSchlegel,KritischeFriedrich-Schlegel-Ausgabe18:85;ibid.,p.840재

인용.

200)HeinzDill,"RomanticIronyintheWorksofRobertSchumann",TheMusical

Quarterly,Vol.73,No.2,p.178.

201) 슐 겔은 이를 아이러니의 특징 하나로 언 했다.; Rey M.Longyear,

"BeethovenandRomanticIrony",TheMusicalQuarterly,Vol.56,No.4,Special

IssueCelebratingtheBicentennialoftheBirthofBeethoven(Oct.,1970),p.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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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게 된다.이 세계로부터 떠나 다시 원래의 세계로 돌아올 때,청자는

자신을 감상자로서 인식하게 되고,자신이 존재하는 실과 창조된 작품

사이의 차이를 느끼게 된다.

한,이러한 “두 번째 세계”는 앞서 언 한 낭만 아이러니의 자

아분열 측면과도 연결된다.작품의 구조로부터 일탈하여 새로운 세계

를 하는 활동을 통해 창작자는 심연에 내재된 다른 자아를 표

한다고 할 수 있다.필자는 이러한 작품을 경험하는 감상자도 독립 으

로 존재하는 한 부분을 통해 자아의 다른 측면을 자각할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202)

즉,작품에 표 된 “두 번째 세계”는 단순히 기법 인 측면에 머문

것이 아닌,인간의 실존 인 문제와도 연 된 것으로서 이 세계의 존재

는 낭만 아이러니와 한 연 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02)이와 같이 작품 안에서 “두 번째 세계”의 도입을 통해 분열된 자아를 드러내고 있

는 술 작품으로는 보르헤스(JorgeLuisBorges,1899-1986)의 『불한당들의 세계

사』(Historiauniversaldelainfamia)와 무라카미 하루키(むらかみはるき(Murakami

Haruki), 1949- )의 『IQ 84』, 그리고 아핏차 라세타쿤(Apichatpong

Weerasethakul, 1970- ) 감독의 태국 화 <징후와 세기> (Intimacy and

Turbulence,2006)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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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한성

슈만의 음악에서 서로 모순되고 이 부분과 분리된 채 도입되는

많은 부분들은 연결과정을 통해 융합되지 않고 그 자체로 남아 있게 된

다.“자기 창조와 자기 괴의 과정 사이를 지속 으로 불안정하게 움직

이는”203)각 부분들 사이의 립과 긴장은 해결되지 않은 채 이어진다.

한,이질 인 특성을 드러내는 편들은 작품이 끝나는 지 까지 나타

나며,갑작스럽게 도입되는 “두 번째 세계”는 다른 부분들과 연결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

기 낭만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모순 인 힘들의 공존을 그것의

‘체성이 완성될 수 없는 무한한 다수’로서 인식하 다.204) 한,

슐 겔도 이들의 마지막 종합은 실 될 수 없다고 여겼다.“반 되고 서

로 모순 인 요소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러

한 모습을 슐 겔은 ‘무한성’의 개념과 연결시켰다.205)작품 안에서 이들

의 교환 가능성은 무제한 으로 나타나며,따라서 하나의 작품은 계속해

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생각은 그가 낭만주의 시의 특

성에 해 언 한 다음의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낭만주의 시는 여 히 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실제로,[시의]진정한 본질은 그것이

원히 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완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206)

이러한 무한성은 슈만의 악곡 안에서도 드러나는 특성이다.분석을

203)Maxim D.Shrayer,"RethinkingRomanticIrony:Puškin,Byron,Schlegeland

TheQueenofSpades",TheSlavicand EastEuropeanJournal,Vol.36,No.4

(Winter,1992),p.398.

204)Friedrich Schlegel,KritischeFriedrich-Schlegel-AusgabeXII,p.166,p.328;

Beate Julia Perrey,Schumann's Dichterliebe and Early Romantic Poetics -

FragmentationofDesire,p.29재인용.

205)GeorgiaAlbert,"Understanding Irony :ThreeEssaison Friedrich Schlegel",

ComparativeLiterature(Dec.,1993),p.827.

206) Friedrich Schlegel, Athenaeum, p. 19; Beate Julia Perrey, Schumann's

DichterliebeandEarlyRomanticPoetics-FragmentationofDesire,p.16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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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피옹》과 《카니발》,《 타지슈티 》와

《크라이슬러리아나》에서 각각의 악곡들과 악곡 내의 부분들은 독립

인 특성을 지니며 부각된다.하나의 악곡이 마무리된 후에도,새로운 부

분이 첨가되어 악곡의 길이를 연장시켜도 무방할 정도로 각 부분들의 분

리는 두드러진다. 한,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박자와 템포,악상 변화

휴지부를 통한 단지 과 다른 작품으로부터 인용한 부분들도 상되지

않은 지 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작품이 끝난 지 에서 한

차례 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이와 같이 슈만의 작품에서는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훼손되어 있는”모습이 나타나며,“완

성된 것 그 자체를 완성되지 않은 종류로 변화시키는”음악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207)

이러한 특성은 “무제한 변덕과의 우롱”208)인 낭만 아이러니와

의 연결성을 보인다.즉,이들은 아이러니의 주요한 요소인 “무한한

부정성”209)의 특성을 드러내며 무한한 움직임이 개시되게 한다.210)슐

겔에게 있어서 “ 실의 본질은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형성되는

것’으로서 정의되는데”211),이러한 특성은 술 작품의 세계에서도 드러

나게 된다.여러 소재들이 제시되며 작품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슐 겔에 의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끝까지 립하며 음악 작품이 펼쳐지

는 가운데 공존한다.슐 겔은 이들의 합은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규

정지었다.212)그는 아이러니를 “테제와 안티테제의 연속을 구성”하는 것

207)RichardTaruskin,TheOxfordHistoryofWesternMusic,p.301.

208)Friedrich Schlegel, 305th Athenäum Fragment, Kritsche

Friedrich-Schlegel-Ausgabe(Munich, 1967), II, p.217; Rey M. Longyear,

"BeethovenandRomanticIrony";TheMusicalQuarterly,Vol.56,No.4,Special

IssueCelebratingtheBicentennialoftheBirthofBeethoven(Oct.,1970),p.649재

인용.

209)‘무한한 부정성’은 키에르 고르(SørenAabyeKierkegaard,1813-1855)가

자신의 서 『아이러니의 개념』(TheConceptofirony)에서 아이러니의 특성으로서

언 한 것이다.;BerelLang,"TheLimitsofIrony",NewLiteraryHistory,Vol.27,

No.3,LiterarySubjects(Summer,1996),p.586참조.

210)ibid.,p.571.

211)Maxim D.Shrayer,"RethinkingRomanticIrony:Puškin,Byron,Schlegeland

TheQueenofSpades",TheSlavicand EastEuropeanJournal,Vol.36,No.4

(Winter,1992),p.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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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정의하면서,이들을 종합하는 신테제를 제거하 다.213)

독립 인 부분들과 갑작스러운 변화의 요소들이 결합되지 않은 채

이어지는 슈만의 작품은 무한성을 드러내며 이러한 낭만 아이러니와의

연 성을 보여 다고 하겠다.

212)GeorgiaAlbert,"Understanding Irony :ThreeEssaison Friedrich Schlegel",

MLN.Vol.108No.5ComparativeLiterature(Dec.,1993),p.829.

213)Jairo Moreno,"Subjectivity,Interpretation,and Irony in Gottfried Weber's

AnalysisofMozart's"Dissonance"Quartet,MusicTheorySpectrum,Vol.25,No.

1(Spring2003),p.111.이는 슐 겔의 변증법이 헤겔의 변증법과 차이를 보이는 부

분이다.헤겔은 반 들과 모순들을 단독 인 체, 인 것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

하 다.헤겔의 변증법에서는 만약 하나의 제시(테제)가 다른 제시(안티테제)에 반

된다면,결과로 나타나는 논리 인 모순은 더 고귀한 진리의 면에서 해결된다.;

Beate Julia Perrey,Schumann's Dichterliebe and Early Romantic Poetics -

FragmentationofDesire,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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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기의식”214)의 작용

슈만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은 작품의 창작과 감상의 과

정에서 작곡가와 청자의 의식을 끊임없이 자극하게 된다.기 에서 벗어

난 부분들이 등장하면서 형성되는 분리되고 모순 인 부분들은 “ 술 작

품으로부터의 인지 거리를 만들어낸다.”215)

슈만은 작품에서 자신의 환상을 드러낸 후 그것을 단시키며 창작

의 과정에서 “자기의식”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다.갑작스럽게 나타

나는 변화와 습 인 규칙에서 벗어난 일탈을 통해 자유로움을 느끼다

가도 의식 으로 이를 통제하며 제하는 것이다.이는 낭만 아이러니

의 특징 인 요소로 작곡가는 직 인 경험으로부터의 그의 작품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비평 거리”를 성취한다.216)이는 낭만 아이러

니의 역설을 보여 다.그것은 개인으로서의 술가는 자신의 작품에 생

명을 불어넣으며,지속 으로 그 안에서 지각할 수 있지만,자신을 작품

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마치 그것이 거의 환상이었던 것처럼 그것을 객

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217)

한편,청자는 음악이 펼쳐짐에 따라 느끼게 되는 주 인 감정과

작곡가가 의도 으로 설정한 장치들을 통해 드러나는 객 인 새로운

사실의 공존을 경험하게 되며 스스로를 의식하게 된다.슈만의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편 특성과 인용 부분,그리고 단 이탈의 지 들은

청자로 하여 작품의 형성 과정을 경험하게 하며 주의를 끌게 된다.이

214)“자기의식”(self-consciousness)은 딜이 사용한 용어이다.;HeinzJ.Dill,"Romantic

IronyintheWorksofRobertSchumann",TheMusicalQuarterly,Vol.73,No.2,

p.173. 한,가빈도 이러한 “자기의식”을 철학 인 의미를 지닌 낭만 아이러니의

주요한 요소 하나로 부각시켰다.;RobinWildsteinGarvin,"RomanticIronyin

theStringQuartetsofFelixMendelssohnBartholdyandRobertSchumann",p.10.

215)RobinWildsteinGarvin,ibid.

216)Strohschneider-Kohrs,“DieromantischeIronie”,p.30;HeinzJ.Dill,"Romantic

IronyintheWorksofRobertSchumann",TheMusicalQuarterly,Vol.73,No.2,

p.192재인용.

217)Rey M.Longyear,“BeethovenandRomanticIrony”,TheMusicalQuartelrly,

Vol.56,No.4.SpecialIssue Celebrating the Bicentennialofthe Birth of

Beethoven(Oct.,1970),pp.64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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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주 인 기 를 무 뜨리게 되며,작품

을 객 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한다.이와 같이 환상의 창조와 괴가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들은 감상자의 “자기의식”을 이끌어낸다.218)

즉,창작자와 감상자는 모두 “ 습에서 벗어나는 모순의 복합체로

서의 상을 거리를 두고 조하게”219)된다.이러한 “자기의식”의 작용

은 낭만 아이러니가 지닌 실존 인 의미와 연결되며,슈만의 작품에서

주요한 특징으로 존재한다.

218)Robin Wildstein Garvin,"Romantic Irony in the String Quartets ofFelix

MendelssohnBartholdyandRobertSchumann",p.10.

219)오세 ,『문학연구방법론』,p.21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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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본 논문은 슈만의 피아노 작품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을 낭만 아이

러니의 을 심으로 분석해보았다.과연 문학에서 두된 낭만 아

이러니의 개념은 슈만의 음악에도 용될 수 있을까?필자는 작품 연구

와 해석을 통해 다소간에 그 용가능성을 밝힐 수 있었다.슈만의 피아

노 작품들에서 주목되는 은 청자로 하여 변화를 인식하게 하며,거

리를 두고 작품을 감상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다.이는 “그것의

구성의 과정을 강조하며,거리와 차이를 의미 속으로 주입하고,지속 인

해석 의심을 요구”220)하는 낭만 아이러니의 특성과 연결된다.

이와 더불어,슈만의 피아노 작품을 낭만주의 시 의 술 과 슈

만의 미학 그의 삶과의 연 성 안에서 살펴 볼 때,낭만 아이러

니의 용 가능성은 더욱 확 된다.221)슈만의 작품을 낭만 아이러니

와 연결시키는 근거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 ,낭만 아이러니는 슈만이 활동하 던 낭만주의 시 의 사상

술 과 련성을 지닌다.낭만주의 사상은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자아와 사회, 인 것과 상 인 것 등의 이분법 구조의 립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분열된 자아개념을 포함한다.이는 낭만 아이러니

의 주요한 특징으로,낭만 아이러니 역시 근 개인의 탄생 그로

인한 주체의 분열에서 출발하며 이원론 립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한 기 낭만주의 시 의 술은 그것이 창조하는 환상을 비

220)MarkEvanBonds,"HaydnLaurenceSterne,andtheOriginsofMusicalIrony",

JournaloftheAmericanMusicologicalSociety,Vol.44,No.1(Spring,1991),p.

111.

221)달하우스는 이와 같은 “미학과 작곡 사이의 상호작용”이 “낭만주의를 비엔나 고

주의로부터 근본 으로 구별하는”특징이라고 주장하 다.;CarlDahlhaus ,J.

BradfordRobinson역,Ninteteenth-CenturyMusic,p.170. 한 다베리오 역시 “음

악과 사상 사이의 변증법 상호작용”에 해 언 하 다.; John Daverio,

Nineteenth-CenturyMusicandtheGermanRomanticIdeology,p.3.필자는 슈만

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낭만 아이러니가 이러한 상호작용을 보여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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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제화하고 반 하 다.222)특히,독일의 술가들은 창작에 있어서

“기술과 감,이성과 감정 사이의 이상 인 균형을 갈망하 다”.223)따

라서 술가는 작품 안에서 처음에 제시된 한 가지의 재료를 사용하고

특정한 분 기를 지속하기보다는 이를 변화시킴으로써 감이 표출되는

과정을 의식 으로 제한하는 모습을 보인다.이를 경험하는 감상자 역시

자신이 상했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을 하며 객 으로 작

품에 근하게 된다.이는 “ 감이 통제 성격을 지닌 지성에 의해 조

되는”224)낭만 아이러니에 한 정의와 련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이러한 감과 이성의 작용은 슈만 자신이 추구한 ‘시 인

것’의 미학과도 연결된다.‘시 인 것’은 모호하고 악하기 불가능한 특

성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225)낭만주의 시기에 이는 실에서 벗어난

월 세계를 표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슈만은 이러한 ‘시 인

222)이는 환상의 느낌을 유지하는 후기 낭만주의의 술 작품과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

다;BeateJuliaPerrey,Schumann'sDichterliebeandEarlyRomanticPoetics-

FragmentationofDesire,p.16참조.

223)LeonB.Plantinga,SchumannasCritic,p.132.이러한 사상은 낭만주의 문학가

박 로더(Wilhelm Heinrich Wackenroder)의 에서 찾아볼 수 있다.박 로더는

『음 술의 본질』(WesenderTonkunst)에서 술의 창작과 감상에 있어서 작용하

는 감을 ‘감정’에 지칭하고,이에 반하는 이성의 활동을 ‘과학’으로 표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 다 :“하지만 도움을 주는 특성이 유사하지 않은 술 감수성들을 함께

모을 때,감상자의 감정이 배운 가 술가의 마음속에서 더욱 밝게 타오를 때,그리

고 그가 이러한 불꽃들 안에서 그의 심오한 과학을 구축할 때,거기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가치의 작용이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그것 안에서 감정과 과학은 에나멜의 돌

과 색채처럼 분리 불가능하게 함께 묶일 것이다.”;W.H.Wackenroder,Werkeund

Briefe(Jean,1910)I,pp.185-186;ibid.,재인용.

224)HeinzJ.Dill,"RomanticIronyintheWorksofRobertSchumann",TheMusical

Quarterly,Vol.73,No.2,p.175.

225)‘시 인 것’의 개념은 ‘만드는 행 ’를 뜻하는 ‘포이에시스’(poiesis)에서 생되었다.

이는 고 그리스 시기부터 나타났던 것으로,당시에 ‘시 인 것’은 ‘창출’을 의미하

다.그러나 기 낭만주의 시 에 이르러 이 개념은 확 되었다.이 시기에 ‘시 인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는 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의 의미가 강조되었다.

한 이를 드러낸다는 에서 ‘시 인 것’은 ‘상상력’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게 되었다.이

러한 ‘시 인 것’의 특성은 노발리스(Novalis)가 쓴 다음의 에서 나타난다.;“시의

감각은 신비주의와 많은 공통 을 가진다.그것은 드러내고자 하는,어쩔 수 없이 우

연 인,기이한,개인 인,알려지지 않은,신비 인 것에 한 감각이다.그것은 재

불가능한 것을 재 한다.;그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본다;그것은 손으로 만지거나 느

낄 수 없는 것을 느낀다.”;Manfred Frank,Einführung in die frühromantische

Ästhetik,p.278;BeateJuliaPerrey,Schumann'sDichterliebeandEarlyRomantic

Poetics-FragmentationofDesire,p.27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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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담은 음악은 감상자로 하여 정신 세계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

고 보았다.그러나 그의 작품에서 ‘시 인 것’이 드러나는 방법은 일생동

안 변화를 보인다.슈만은 청소년기에 감을 그 로 표출함으로써 이를

보여주고자 하 다.그러나 이후 이론 지식을 습득하면서 그는 창작

과정에서 이성이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이러한 단계를 거치

며 슈만은 감과 이성이 함께 향을 주며 ‘시 인 술’을 완성해야 한

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 다.226)이러한 생각은 다음의 에서 나타난

다.

[ 에]나는 행복한 순간들에 한 간단한 설명들을 제공하기 해 감정들과 의견들

을 종이에 맡기고자 하 다.그러나 나는 “오직 나의 정신이 더 차분할 때,나의 상상력

은 더 고양되며,나의 열정은 더 가라앉으며,내가 행복했던 순간들을 조용하게 되돌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227)

즉,‘시 인 것’을 추구한 슈만의 음악에서는 ‘충동’과 이를 억제하려는

‘의식’이 함께 나타난다.이는 ‘자기 창조’와 ‘자기 괴’의 과정을 형성하

는 낭만 아이러니의 주요한 특징이다.

셋째,문학에 조 가 깊었던 슈만은 낭만 아이러니를 이론 ․

실제 으로 범 하게 다룬 낭만주의 문학가들로부터 많은 향을 받아

이를 음악에 반 하 다. 한 음악에 한 슈만 자신의 진술들 가운데

에서도 아이러니의 개념이 자주 나타난다는 에서 슈만의 작품과 낭만

아이러니의 연결 가능성은 확 된다.228)

226)이러한 주장은 를 들어 쇼른슈타인(E.H.Schornstein)의 주곡에 한 슈만의

평론에서 나타난다.;LeonB.Plantinga,SchumannasCritic,p.132.

227)RobertSchumann,Dairyentryoflate1827,Tagebücher1,p.82;JohnDaverio,

RobertSchumann-Heraldofa"NewPoeticAge",p.29재인용.

228) 를 들어,1832년 4월 20일의 일기에서 슈만은 자신의 음악의 근본이 되는 생각들

이 “ 술과 술가의 순수성,기술 지배와 아이러니”임을 강조하 다.;John

Daverio,RobertSchumann-Heraldofa"New PoeticAge",p.73. 한 슈만은,

멘델스존의 《6개의 주곡과 푸가》(SixPreludesandFuguesop.35)에 한 1837

년 평론에서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왈츠들은 바흐의 푸가와 같은 치를 획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 하며,“왈츠와 다른 춤곡들은 트와 아이러니와 함께 주입되었을

때,시 인 성격 소품을 한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RobertSchumann,GesammelteSchriftenüberMusikundMusiker,Bd.1p.252;

ibid.,pp.124-125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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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아이러니 요소는 슈만의 삶 속에서도 나타난다.슈만

은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랐으며,피아니스트의 꿈을 포기해야 했고 말년

에는 우울증에 시달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만은 순수한 어린이의 세

계를 담아낸 곡과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로운 분 기를 가진 곡들을

많이 남겼다.이러한 음악은 슈만 자신의 삶과는 조되며 아이러니함을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이 낭만 아이러니는 슈만의 삶과 술 세계 반을 포

하는 요한 개념 하나이다.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아이러니의 개념

을 통해 슈만의 피아노 작품에 근함으로써 그의 음악에서 나타난 여러

요소들을 복합 인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문학에서 먼 두된

낭만 아이러니를 음악에 용시키는 작업은 기존에 잘 드러나지 않았

던 의미와 특징들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 다.작품에서 청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에 해서 설명하고,이를 인간의 실존 인 문제에까지 연결시

키는 낭만 아이러니는 슈만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아우르는

요한 개념이 된다.

즉,낭만 아이러니는 문학 ․ 양식 ․ 미학 ․ 실존 특

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슈만의 피아노 작품에 해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틀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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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특징 악곡 번호 마디/부분

1
편

성격

음형의 교

《카니발》

제 2곡

mm.1-8

mm.9-25

mm.25-41

제 3곡
mm.1-16

mm.29-44

제 5곡
mm.9-12

mm.17-20

제 17곡
mm.1-4

mm.9-12

《크라이슬러리아나》 제 4곡

mm.1-9

mm.12-23

mm.23-26

조성의 교

《 피옹》
제 4곡 악곡 체

제 10곡 mm.78-81

《카니발》 제 17곡 악곡 체

《 타지슈티 》 제 6곡
mm.1-28

mm.70-89

오이제비우스와 《 타지슈티 》 제 6곡 mm.1-28

부 록 :슈만의 악곡에서 나타나는 작곡기법의

유형

[표 15]《 피옹》,《카니발》,《 타지슈티 》,《크라이슬러리

아나》에서 특징 으로 나타나는 기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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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스탄

분 기의 교

mm.70-89

《 타지슈티 》 제 1-4곡 악곡 체

《크라이슬러리아나》 제 1-8곡 악곡 체

반복

《 피옹》 제 10곡

mm.9-16

mm.17-24

mm.45-52

mm.78-81

《카니발》

제 3곡
mm.1-16

mm.29-44

제 6곡

mm.1-8

mm.10-18

mm.23-29

mm.47-50

제 9곡

mm.1-8

mm.9-16

mm.17-24

《 타지슈티 》 제 6곡
mm.13-20

mm.84-87

《크라이슬러리아나》 제 4곡
mm.1-9

mm.23-26

반복과

동형진행

《 피옹》 제 10곡 mm.9-16

《카니발》 제 6곡

mm.7-8

mm.29-30

mm.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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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39-46

《크라이슬러리아나》

제 4곡 mm.19-21

제 5곡 mm.52-71

제 7곡 mm.88-115

생략과 축소

《 피옹》
제 11곡 mm.48-67

제 12곡 mm.53-66

《카니발》 제 3곡 mm.17-24

《 타지슈티 》
제 2곡

mm.116-124

mm.148-156
제 6곡 mm.70-89

《크라이슬러리아나》

제 2곡 mm.51-54

제 5곡 mm.125-162

제 7곡 mm.69-88

음형의

분할 제시
《카니발》 제 6곡 mm.51-54

동기의 다양한

변화
《카니발》 작품 체 ․

주제 기능의

변화
《 타지슈티 》 제 6곡 mm.82-89

음역의 비

《 피옹》

서주 mm.1-2

제 5곡 mm.19-24

제 7곡 mm.1-8

《카니발》

제 2곡 mm.41-44

제 4곡 mm.21-28

제 5곡 mm.9-32

제 6곡 m.4

《크라이슬러리아나》

제 1곡 mm.5-7

제 2곡 mm.158-167

제 4곡 mm.13-17

제 7곡 mm.9-32

제 8곡 mm.144-149

2인용 음형의 인용 《 피옹》 제 10곡 mm.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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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69-72

제 11곡 mm.4-7

선율 는 특정

부분의 인용

《 피옹》 제 12곡

mm.1-8

mm.13-20
mm.21-28

mm.21-52

《카니발》
제 6곡

mm.9-10

mm.19-22

제 20곡 mm.54-60

악곡들 사이의

인용
《카니발》

제 1곡

제 19곡

mm.26-35

mm.16-23

제 1곡

제 20곡

mm.72-87

mm.86-101/

mm.182-197

제 1곡

제 20곡

mm.115-133

mm.228-246

제 7곡

제 8곡

mm.1-3

mm.2-4

3흐름의

단

1개의 화음을

통한 짧은 시간

내의 조

《 피옹》

제 2곡 m.4

제 3곡 m.9

제 4곡 mm.18-19

제 6곡 m.4/m.6

제 7곡 mm.7-9

제 8곡 mm.8-9
제 9곡 m.8/m.39

제 10곡
m.16/m.24

m.57/m.68

제 11곡
m.9/m.22

m.23m.31

《카니발》 제 1곡 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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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곡 m.36
제 8곡 m.14

제 14곡
mm.13-14

m.46

제 16곡

(간주곡)
m.8

《 타지슈티 》

제 1곡
mm.24-25

mm.36-37
제 2곡 m.16/m.42

제 4곡 m.16/m.140

제 6곡
m.12/m.20

m.29

제 7곡 m.62/m.111

제 8곡 m.25/m.60

《크라이슬러리아나》

제 1곡 m.24

제 4곡

m.13/m.17

m.20/m.22

m.23/m.26

제 8곡 m.24

원조의 1도 화

음이 아닌 다른

화음으로 끝남

《 피옹》

서주 m.6

제 2곡 m.12

제 4곡 m.49

제 7곡 m.24

제 8곡 m.32

《카니발》

제 6곡 m.58
제 8곡 m.16

제 17곡 m.12
제 19곡 m.27

《크라이슬러리아나》

제 4곡 m.27

제 7곡 m.115

갑작스러운

악상 템포

변화

《 피옹》 제 10곡 m.25

《 타지슈티 》 제 6곡
m.4/m.13

m.21/m.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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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휴지부의 등장
《 피옹》

제 10곡 m.73

제 12곡 m.69

새로운 음형의

제시를 통한 짜

임새의 갑작스

러운 변화

《 피옹》 제 10곡
m.9-16

mm.45-52

《크라이슬러리아나》 제 4곡 mm.5-7

4이탈

왈츠 형식으로

부터의 이탈

《 피옹》

제 2곡 체

제 3곡 mm.18-28

제 5곡 체

제 9곡
mm.9-24

mm.25-40

제 11곡 체

《카니발》

제 2곡 체

제 5곡 체
제 9곡 체

제 14곡 체

제 16곡 체

주어진 강세의

변화

(박 불 화음)

-헤미올라 음형

-"ooom-pha"반

주의 사용

-당김음 음형의

사용

-＜의 표기

《 피옹》 제 10곡 mm.25-32

《카니발》

제 1곡

mm.27-35

mm.55-67

mm.100-110

mm.115-140

제 6곡

m.2/m.4/m.8

m.30/m.32/

m.34/m.36/

m.38/m.40/

m.42/m.44/

m.46

제 7곡
mm.38-39

mm.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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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리아나》
제 4곡

mm.1-9

mm.23-26

제 5곡 mm.90-114

변박

《 피옹》
제 11곡 m.10

제 12곡 mm.9-12
《 타지슈티 》 제 4곡 m.68

《크라이슬러리아나》
제 6곡 mm.19-34

제 8곡 mm.25-48

지시 없는 변박
《카니발》

제 6곡 mm.55-58

제 13곡 m.36

《크라이슬러리아나》 제 2곡 mm.107-108

이질 인 짜임

새를 가진 부분

의 삽입

《 피옹》 제 12곡 mm.70-88

《 타지슈티 》 제 8곡 mm.85-101

비화성음 는

화음의 미해결
《카니발》 제 6곡 m.1/m.10

암시된 조성의

비출

《카니발》 제 6곡
mm.9-10

m.22

《크라이슬러리아나》 제 4곡 mm.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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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lying‘RomanticIrony’to

Music

-FocusingonRobertSchumann's

PianoWorks

Kim,Han-ah

DepartmentofMusic(Musicology)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RobertSchumann’spianoworksholdanimportantpositionin

theentiretyofhisworks.Theseworksaresaidtohavecombined

hisliteraryknowledgeandlifeexperiencesandreflected,inessence,

theaestheticsof‘Poesie,’whichhepursued.

ThesepianoworksbySchumannhaveuniquecharacteristics.In

theseworks,onecandiscoveradiscontinuityofflowsoremergence

ofunexpectedelements.Schumann,whowantedtoconveythefree

and fantastic ambience that went beyond what was formulaic,

includedsomethingunfamiliarwithinthegeneralframework.

Thisstudystartedwiththequestionaboutwhatforms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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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iccharacteristicsofSchumann’sworksderivedfrom andwhat

thesecharacteristicssignified.Intheprocessofseekingtheconcept

thatcould explain this,‘romanticirony',which emerged from the

Romanticliterature,wastheonethatcaughtmyattention.

Romantic irony is accomplished when the artistconsciously

creates something in his/her artistic work that escapes the

expectationsoftheaudience.Irony,aconceptwhichoriginallyderived

from theliteraryrhetoric,acquiredmorecomplexcharacteristicsby

expanding its meanings to the aesthetic and philosophicalareas.

Thus,IwillattempttoexamineSchumann’sworksbasedon the

conceptofromanticironyinthisthesis.

Richard Taruskin,John Daverio,Heinz J.Dilland Robin

Wildsein Garvin are some of the scholars who approached

Schumann’sworksthroughtheconceptofromanticirony.However,

theirstudieslackedconcretedescriptionsinconnectingtheconceptof

romantic irony with Schumann’s music.They,in many cases,

discussedtheconnectionfrom macroscopicperspectiveswithinlarger

frameworkandfocusedlessonanalyzingindividualpiecesofmusic

indetail.Anotherlimitationwiththesestudiesisthattheyseem less

effectiveindemonstratingthetiesbetweenSchumann’sworksand

theideologicalandaestheticmeaningofromanticirony.

Hence,thisthesisaimstodeepenwhathasbeenamoregeneral

approach to romantic irony in Schumann’s works,through the

concreteanalysisofindividualworks,andtriestofindconnection

betweenthem andtheromanticirony asliteraryandphilosophical

concept.

Forthispurpose,theconceptofirony,whichformsthebasisof

romanticirony isfirstexamined in Chapter2.Then followsthe

descriptionofromanticironyinrelationtothecharacteristicsof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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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ticPeriodand theexamination oftheelementsofromantic

ironythatappearedintheRomanticliterature.

ThefocusofChapter3and4isonapplyingtheconceptof

romanticirony tomusic,which,asithasbeen said before,first

emerged in literature.Morespecifically,Chapter3concentrateson

analyzing Schumann’sworks,i.e.Papillons,op.2,Carnaval,op.9,

Fantasiestücke,op.12andKreisleriana,op.16.Onepieceofmusic

from aworkwaschosentobeexaminedwithinthenarrativeflow

andtofindthecompositiontechniquethatstoodoutineachofthem.

Afterseeking and establishing types underlying these techniques,

differentpiecesinwhichthesetechniquesappeararedescribed.Based

on this, the attempt to find connection between composition

techniquesinSchumann’smusicandtheelementsofromanticirony

ismade.Finally,inChapter4,Iexploredthepossibilitiesofapplying

aestheticandexistentialmeaning ofromanticirony toSchumann’s

pianomusic.

Through thisstudy,itwaspossibletoseethatSchumann’s

piano workswererelated to romanticirony in many aspects.In

addition,finding romantic irony in Schumann’s works within the

contextofartistic thoughts ofRomantic Period and Schumann’s

aesthetics and life,the possibility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romanticironyincreases.

Firstofall,romantic irony is related to the ideologies and

artisticthoughtsoftheRomanticPeriod.Romanticism,whichincludes

theconflictofdichotomousstructureandtheemergenceofsplitself

duetothis,isconnectedtothecomplexmeaningsofromanticirony.

Also,theearlyRomanticart,whichsoughttheidealbalancebetween

reasonandemotionincreativeprocess,isrelatedtotheromantic

irony,inwhichinspirationistobetemperedbytheintel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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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esthetics of ‘Poesie,’which Schumann pursued is

formed when inspiration and reason work togetherand mutually

influence each other.This is anotherpointofjuncture with the

romanticirony.

Third,Schumann,who was knowledgeable in literature,was

stronglyinfluencedbytheRomanticwritersandpoets,whoexplored

theromanticironyextensivelybothintheoryandinliterarypractice,

andreflectedthisinhismusic.Also,theconceptofironyfrequently

appearsin Schumann’sown statementson music,which provides

ground to expand the possibilities to relate his works with the

conceptofromanticirony.

Lastly,ironicelements,infact,canbefoundinSchumann’slife

aswell.Schumanncomposedmanyworksthatportrayedthepure

andinnocentworldofchildrenoroneswithmysteriousambiencethat

evoked fantasy, despite his difficult situations. These works,

contrastedwithSchumann’slifemakeonefeeltheirony.

Romanticirony,asdemonstratedinthisthesis,isanimportant

conceptthatcouldbeappliedtoSchumann’slifeandartasawhole.

Hence,romantic irony,with its literary,stylistic,aesthetic and

existentialaspects,isanimportantframework,withwhichonecan

view andunderstandSchumann’sworksinanew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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