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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W.A. Mozart Piano Sonata K.570

R. Schumann Kreisleriana Op.16

C. Debussy Estampes 의 연구 및 분석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학과 피아노전공

박 유 선

본 논문에서는 본인의 석사과정 졸업연주 프로그램인 세 작품을

연구 및 분석하고 각 작품의 작곡가와 시대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서로 다른 시대적 음악 양식과 성격을 비교하면서 시대별로 나타난

음악적 특징에 대한 이해를 한다. 또한 연주자의 관점에서 실제 연

주에 도움이 되고 악보에 나타난 작곡가의 의도대로 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차르트(W. A. Mozart :1759-1791)는 하이든, 베토벤과 함께 고전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이다. 600여곡의 독주곡, 실내악곡, 오페라,

교향곡, 협주곡, 종교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작곡했다. 그 중

피아노 음악에서 모차르트만의 개성과 특징을 다채로운 연주 기교

와 발전된 주제의 전개 및 형식의 구성으로 나타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는 습작기의 소나타를 제외하고 총 19개로 3기로 나

눌 수 있다. 제 1기(1774-1775)는 짤쯔부르크 시기의 우아한 갈랑

양식으로 된 6개의 소나타이고 2기(1777-1778)는 만하임 악파의 영

향으로 소나타 형식의 확대로 4악장의 교향악과 관현악법을 확립하

고 갑작스런 포르테와 긴 크레센도를 많이 사용하였다. 3기

(1784-1789)는 빈 시기로 C.P.E.Bach와 Hendel의 영향으로 대위법

적 기법의 사용과 모차르트만의 음악 세계가 나타난다. 그 중 3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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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Piano Sonata K.570은 보다 다양해진 주제와 전개부의 중요

한 역할, 그리고 대위법적 기법이 많이 나타난다.

슈만(R. Schumann : 1810-1856)은 독일 낭만파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당대의 낭만주의 문학가들의 작품을 읽고 영감을 받아 음

악과 문학을 결합시켜 다양한 작품들을 작곡하였다. 특히 슈만은

J.P.Richter 와 E.T.A.Hoffmann 의 작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Hoffmann 의 소설 <The Life and Opinion of the Tomcat Murr>

의 가상인물 중 악장 Kreisler와 자신과의 내면적 유사한 점을 발견

하고 이를 작품 Kreisleriana Op.16에 표현하였다. 총 8곡의 소품으

로 이루어진 이 곡은 각 소품마다 형식과 구조, 구성들이 반복과 대

조를 통해 서로 공존한다. 또한 아름다운 선율과 폴리포닉한 기법으

로 곡의 풍성함을 더하고 있다.

드뷔시(C. Debussy : 1862-1918)는 라벨과 함께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의 선구자로서 그만의 음악적 색채를 섬세하고 세밀한 방법으

로 구축했다. 1903년에 작곡된 판화(Estampes)는 인상주의적 특징과

드뷔시의 작곡기법이 잘 나타난 작품으로써 총 3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곡 탑(Pagodes)은 가믈란 음악의 영향을 받아 5음음계의

사용으로 주제를 확대시켰다. 폐달과 매력적인 화음을 사용하여 동

양적인 색채와 미묘한 분위기를 잘 나타낸 곡이다. 제 2곡 그라나다

의 황혼(La soiree dans Grenade)은 스페인의 분위기를 묘사한 곡으

로 아라비아음계, 온음음계 및 연속적인 부속7화음과 부가화음 그리

고 하바네라 리듬의 전제적인 사용으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표현했

다. 제3곡 비오는 정원(Jardins sous la pluie)은 두 개의 프랑스 동

요를 인용해 주제 선율의 반복과 다양한 선법, 온음음계와 반음음계

의 사용으로 비 오는 소리를 묘사한 곡이다. 계속되는 부속7화음과

부차적 감7화음들을 사용함으로써 판화의 세 곡 중 가장 화려하고

긴장감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모차르트, 슈만, 드뷔시, 소나타, 고전주의, 낭만주의,

인상주의

학번 : 2009-2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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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논문에서는 본인의 졸업연주 프로그램인 W.A.Mozart의 Piano

Sonata K.570, R.Schumann의 Kreisleriana Op.16 그리고 C.Debussy

의 Estampes를 시대적 음악양식과 작곡가들의 음악어법을 살펴봄으

로써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이해하고 더 깊이 있는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 논문은 작곡가가 쓴 그대로 악보를 읽고 그 의도를 파악

하는 것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시대적 음악 스타일을 비교하면서

그 작품만의 독특한 색채와 특징을 잘 이해함으로써 음악적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악보 자체를 먼저 순수하게 바라보고 분

석하면서시대적 음악양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것이

다. 그리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악보에 나타난 음악적인 사인들에

대한 설명과 그것들이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봄으로써 악

보를 읽는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과 시대적 음악적인 특징들을

결합시킬 것이다.

연구 및 분석의 방법으로 먼저 각각의 작품들의 형식과 구조를 살

펴보고 조성, 박자, 전체적인 선율의 형태를 분석한 뒤에 자연스럽

게 나오는 음악적인 표현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더불어 악보에

나타난 음악언어와 지시사항들을 해석하고 작곡가의 말을 어떻게

연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다.

연주자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깊이 있고 설득력 있는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악보에 제시된 것으로 먼저 설명한 후에 각 작품의 작곡가

들의 작곡법과 시대적 음악양식을 살펴보고 악보와 다양한 음악적

양식과 작곡기법에 대한 연관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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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W.A.Mozart Piano Sonata K.570

(1) Sonata형식과 Mozart Sonata에 대하여

1) Sonata 형식

소나타(sonata)란 <울리다, 연주하다>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

‘sonare’의 과거분사형 여성명사이다. 이미 16세기 류트곡에 그 명칭

이 사용된 이래 바로크와 고전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주

곡과 실내악의 중심적인 장르로 자리 잡은 작곡형식으로 단악장이

나 3-4악장으로 된 소나타, 교향곡 또는 chamber music에 쓰인다.

소나타 형식은 때때로 frist movement form 또는 sonata allegro

form 이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으로 세 파트로 나누는데 제시부, 발전

부, 재현부로 이루어진다. 제시부는 제 1주제를 으뜸조로 하고 제 2

주제를 딸림조로 전조하여 전개되는데 2주제는 1주제에 비해 주로

선율적이며 고요하고 평온한 성격을 띤다. 그래서 종종 ‘여성적 주

제’라고도 일컫는다. 2주제 끝에 마무리되는 주제는 종지적인 기능

을 띤다. 발전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개될 수 있다. 제1주제가

딸림조로 나오거나 갑작스런 전조로 예상치 못한 조성이 나타날 수

있다. 발전부의 끝에는 다시 원조로 돌아갈 의도로 retransition 이라

는 패시지가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이다. 재현부는 다시 돌아온

으뜸조로 된 1주제로 시작된다. 제시부와 달리 딸림조로 가려는 의

도 없이 회상하는 범위 안에서 코다로 마무리된다.1)

1) Charles Rosen, Sonata Forms,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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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zart Sonata 에 대하여

모차르트 소나타에서는 하이든 소나타와 같이 3악장 구도가 표준

적이고 중간악장이나 혹은 피날레가 미뉴에트인 경우가 많다. 제 1

악장은 소나타 원칙을 고수하지만 성격, 감정, 스타일, 작곡 기법이

개성 있게 나타난다. 모차르트 소나타는 총 19곡으로써 3기로 나뉘

는데 제 1기(1775년부터, 고향 짤츠부르크에서 작곡되어 home-set

라고도 한다. K.279-284)의 6곡의 소나타들은 3악장이 주종을 이룬

다. 제 2기 (1777-1778, 만하임과 파리에서 작곡, K.309-310)는 1기

보다 주제의 길이가 확대되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화성들이 많이 사

용된다. 제 3기(1784-1789, 빈에서 작곡, K.457-K,576)는 주제의 구

성이 다양해지면서 발전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대위법적 양식이나

변칙적 Rondo Form 등 다양한 음악적 형식이 사용 된다.

(2) Mozart Piano Sonata K.570의 분석과 연구

* 개요

이 소나타는 그의 짧았던 생애의 말기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

었을 무렵으로 추정되는 1789년에 작곡되었고 후에 다른 사람에 의

하여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로도 출판되었던 곡이다. 바

이올린 파트는 모차르트가 쓰지 않았고 모차르트가 자신의 글씨로

<이 소나타는 피아노 솔로를 위한 곡>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나오는 legato적인 선율이 바이올린 소리와 잘 어울린다는 이

유로 종종 같이 연주되기도 한다. 모차르트의 피아노곡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논 레가토적 짧은 음가를 사용한 리드미컬한 주제와는 달

리 우아하고 화려한 gallant style의 면모를 보여 주는 소나타이다.

1악장에서는 바이올린 선율을 연상케 하는 wave 형태의 달콤한 주

제가 제시 되고 주제부의 rhythmic pattern을 차용해 만든 새로운

선율을 거쳐 두 곳에서 파생된 모티브와 리듬이 제 2주제에서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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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칭 마디수 조성

제시부 제1주제 1-20 B♭Major 

되며 나타난다. 이어 발전부에서는 지금까지 출현된 아름다운 선율

들이 차례로 그 존재감을 과시하며 조화를 부리듯 기묘하고 신속하

게 전개 된다. 제 2악장은 주제부와 대조적인 성격을 띤 2부분의 에

피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 주제부와 첫 번째 에피소드는 3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불규칙

한 rondo form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제 3악장은 특별한 구조를 가

지고 있다. 크게는 세 부분의 section과 주제의 회상을 포함한 다소

긴 coda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A-B-A-C-D-A라는 변칙적 론도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coda section에서는 처음 주제부와 두 군데의 에피소드에 사용 되었

던 모티브와 rhythmic pattern을 여러 가지 형태로 재창출하여 연주

자와 듣는 이로 하여금 연주가 끝날 때까지 호기심과 흥미로운 마

음을 유지할 만큼 개성적이고 짜임새 있게 마무리 된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전체적으로, 작품 속에는 달콤하게까지 느껴지는 현

악기적 legato 선율과 pianoforte라는 악기를 부각시키는 듯한

rhythmic syncopation과 스타카도, 속삭이는 듯 감미롭게 교차하는

대위법, 신비스런 polyphonic duo, 변화무쌍하고 속도감 있는 현란한

종지와 화성의 진행 그리고 모차르트만의 활발하고 민감한 감성, 모

차르트 생애의 만년, 성숙한 master piece로서의 특별한 전개 과정

이 매우 흥미로운 모습으로 담겨져 있다.

1) 제 1악장 Allegro

① 형식 : Sonata 형식

② 조성 : B♭ Major

③ 박자 : 3/4

④ 주요리듬 : ♩/ ♫ / ♬♬

⑤ 주요선율 : concave, waves, convex, etc.

⑥ 구 조 :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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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구(Bridge) 21-22 g minor

new melody 23-40 E♭Major

제2주제 41-69 F Major

codetta 70-79 F Major

연결구 80 V₃⁴/D♭Major

발전부

new melody로 

부터
81-100 D♭Major

제2주제로 부터 101-133

G Major/

c minor/

b♭minor

재현부

회상-제1주제 133-152 B♭Major
회상-

연결구(Bridge)
153-154 g minor

회상-new 

melody
155-170 E♭Major

회상-제2주제 171-199 B♭Major

codetta 200-209 B♭Major

A. 제시부

a. 제 1주제 (1-20) B♭Major

바이올린 선율을 연상케 하는 제1주제의 motive (a)는 긴 legato로

되어 있다. motive (b)는 V₇-I 의 진행 형태로 선행에 대한 응답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마디 정도의 연결구 뒤에 motive (b)가 반복

된다. 그 뒤로 7마디의 첫 박에서 비롯된 리듬 패턴 ♬♬ 와 첫 번

째 motive에서 파생된 리듬을 사용한 전개가 뒤따른다.(악보1)

B♭Major I V₇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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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

그러나 어느 출판사의 악보에서는 motive (a)의 slur 표시가 다음과

같이 마디 단위로 끊어져 인쇄되어 있는 예를 종종 볼 수 있다.(악

보 2)

(악보2)

이 짧은 slur 표시는 고전시대의 violin 활 사용법에서 나온 것으로

piano 악기 연주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연주

하는 것이 좋다.(악보2-1)

(악보2-1)

a-1: 이어 정격종지를 포함한 2마디의 짧은 bridge(21-22마디, I/g→

V, 다음에 오는 새로운 선율의 도입구)를 거쳐 새로운 선율(new

melody:23-40, E♭Major)이 전개된다.

여기서 22마디의 Dominant/g 코드와 새로운 선율(E♭Major)이 만

나는 장면은 이채롭다. 그것은 근음 D가 다음 E♭의 이끈음이 되기

도 하지만, E♭Major의 제1 코드는 g minor의 VI(6th.) 코드이고 그

것은 마치 G Major의 Neapolitan 6th.로 느껴져 매우 따뜻하고 장중

한 느낌으로 다가 온다.

이 부분의 특징적인 것은 생략된 종지(elided cadence)를 연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발하고도 신속한 조성변화와 연주의 진행을 도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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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V₅⁶ I/E♭ V₂⁴

I⁶/b♭m→V₇/FM→ I/dm → V₇/CM →V/FM

b. 제 2주제(41-57) : F Major

제 1주제에서 파생된 선율과 rhythmic pattern을 차용하여 이것이

번갈아 대위하는 형태로 시작된다. 왼손에서 1주제의 motive (a)가

나오고 motive (b)의 리듬패턴을 적용한 오르간 노트의 선율이

오른손에서 대위되어 장화음(Major,41-44)과 감화음(diminished,

45-48)의 독특한 색감으로 동형진행 (sequence)하여 긴장감 있는

대조를 이룬다. (악보3)

diminished

(악보3)

이어 움직이는 듯한 8마디의 전개부분이 진행된 후 이를 변주 형태

로 발전시켜 나간다(57-65마디 첫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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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₆  I₄⁶ V₂⁴ I₆

이후 10마디의 코데타(70-79)가 연주되며 제시부를 마무리 한다.

B. 발전부

제시부의 23마디에서 34마디까지의 선율이 D♭Major로 바뀌면서

시작된다.(악보4)

D♭ V₃⁴ I → V₅⁶ → I N₆/CM

vii₅⁶♮/bm i⁶/bm vii/fm ⅰ/fm v⁷/cm vi/cm

ⅴ₃⁴/gm I⁶/gm V♭₃⁴/D v⁷/gm

(악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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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00마디는 제시부의 35-40마디(F Major)가 g minor로 변화 되

어 재현되었다. 특이한 것은 101마디부터108마디의 부분인데, 이는

제시부의 제2주제 주선율(F Major)을 답습하여 색감만 변경, v/cm

와 i/cm가 서로 대위하고 있으나, 얼핏 들으면 마치 주선율을 G

Major로 묻고, 대위 선율을 c minor로 받는 복조의 형태(Major &

minor)로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져 신비스러운 느낌이 든다. 재현부

로 진입하기 전 4마디에 걸친 bridge(129-132마디)는 B♭Major에

대한 Dominant 기능을 담당하며 곧이어 재현부가 나타날 것이라는

암시를 한다. (악보5)

G Major

g minor G Major c minor

(악보5)

c. 재현부

제시부의 1-32마디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지만 제시부와 다른 점은

30번째 마디 왼손 첫 박의 F♮가 재현부의 같은 부분 162 마디에

서는 ♯이 붙여진 상태로 베이스로 이동하고 이끈음으로 변신하여

g minor로의 진행을 도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잠시 F Major의

dominant 형태로 바뀐 다음 <B♭Major로 조를 바꾸어 회상되는 새

로운 선율>의 재현을 위한 6마디(165-170)가 dominant로 진행된다.

이어 171-199마디까지 전개된 후 두 부분으로 나뉘어 되풀이 되는

10마디의 코데타를 끝으로 첫 악장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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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분 소구분 Rondo form 마디수 조성

Theme a A 1-4 E♭Major

b B 5-8 ↓

Theme a A 9-12 ↓

Episode 1 a C 13-16 c minor

b ↓ 17-20 ↓

a ↓
21-24둘째

박
↓

Bridge ↓
24셋째박-2

7
cm->E♭M

Theme A 28-31 E♭Major

Episode 2 D 32-39 A♭Major

Bridge ↓ 40-43 Dom. /E♭M

Theme A 44-47 E♭Major

coda

& 

extended

↓

48-53½

&

53½-55

E♭Major

2) 2악장 Adagio

① 형 식 : <Episodic> Rondo Form

② 조 성 : E♭Major

③ 박 자 : 4/4

④ 주요리듬 : 별도 표기

⑤ 주요선율 : waves, arch

⑥ 구 조 : 아래의 (표)와 같다.

a. 주제: 4마디로 집약 되는 주제는 전체에 걸쳐 4번 나온다. 이 주

제는 목가적인 서정을 느끼게 하는 Horn fifth2) 의 진행을 시작으로

전개 된다. (악보6)

2) 혼5도. 자연 혼과 트럼펫으로 연주할 수 있는 원형의 2성부 화성진행. 한 성부

가 순차 상행할 때 단6도, 완전5도, 장4도의 음정관계로 다른 성부와 함께 진행

한다.(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편, Dictionary of Music,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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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름다운 목가적 선율은 concave형태로 미끌어 지듯 진행하다가

2마디의 셋째박에서 dominant 기능을 가진 I₄⁶화음을 suspension으

로 사용하고 이어 전형적인 V-I(여기서는 elided 기능을 가진 I₆)진

행으로 마무리 하며 곧 이어 한 옥타브 위로 제시 된 두 마디에 마

치 화답이라도 하는듯한 목가적 선율이 아름다운 장식적 확대와 함

께 마무리된다. 전체적으로 모차르트 후기 작품의 특징인 대위법적

모방 기법(25-27)과 반음계적 진행(19, 25-27)과 동형진행(17-18)이

각 성부에 걸쳐 골고루 나타난다. (악보7)

E♭Major I₄⁶ V I₆             -Ⅱ₆   I₄⁶ V₇ sus. I

(악보6)

(악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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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점은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24마디까지의

A(a)B(b)A(a') 부분과 C(a-b-a') 두 부분은 모두 작은 세도막 형식

(song form)으로 이루어 져 있다는 것이다. 이후에는 두 번 째의 에

피소드를 중심으로 전후, 두 번의 주제가 각각 출현하며 마지막에

코다로 마무리 되는 구조이다. coda(48-마지막)중 50번째 마디는 15

번째 마디의 음형을 변형시켜 회상한 것이며 51마디에 일시적 가종

지가 잠시 보이고 곧 이어 알프스 혼의 메아리를 연상케 하는 목가

적(pastoral) 분위기의 왼손 반복 악구와 함께 사라지듯 마무리된

다.(악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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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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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분 소구분 rondo form 마디수 조성 

Section:A

a A 1-8 B♭Major

b B

9-12

extended:13-

14

V/B♭M→F 

to 

B♭Major

a' A 15-22 B♭Major

Section:B

a C 23-30
B♭Major→ 

F Major

b 31-34 F Major

a 35-42 B♭Major

Section:C 

bridge 43-44

a D 45-48

E♭ Major 

-> 

B♭Major

b 49-52 E♭Major

a‘

53-56 

bridge:57-59

 extended: 

60-62

F Major->

B♭Major 

Section:D

A-a선율에

서 차용
A 63-70 B♭Major

B-a선율에

서 차용
coda↓ 71-78 B♭Major

C-b선율에

서 

차용/변형

79-84 

evaded:81-8

2

B♭Major

extended 85-89 B♭Major

3) 3악장 Allegretto

① 형 식 : <Episodic> Plagal Rondo Form

② 조 성 : B♭Major

③ 박 자 : 2/2

④ 주요리듬 : ♩/♫/♬♬/♪♩♪

⑤ 주요선율 : waves, arch

⑥ 구 조 : 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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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분 A

서정적인 선율인 1,2악장에 비해 박진감 있고 재치 넘치며 리드미

컬한 성격을 가진 악장이다. 왼손의 alberti bass와 역동적인

syncopation, 그리고 방향성을 지닌 경쾌한 스타카토 8분 음형이 골

고루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세 파트(a-b-a')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는 론도형식으로 형식 ABA와 일치한다. (악보9)

I₆     V₆   I - - I₄⁶ V

I I ⅱ₆     I ₆⁴ V₇   I
(악보9)

b. 부분 B(23-42)

경쾌한 syncopation (♪♩♪) 리듬패턴과 함께 반복되는 4 마디의

동형진행의 악구와 16분음표의 빠른 스케일로 채워 진 4 마디의 대

응 악구가 합쳐져 하나의 프레이즈를 이루며 전체적으로는 앞의 A

부분과 같이 세도막 형식을 이룬다(도표 참조). 처음부터 끝까지

syncopation과 16분 빠른 스케일이 계속 교차하며 나타나는 것이 특

징인 section이다. 그러나 론도형식으로 볼 때 전체가 형식 C에 속

한다. (악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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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0)

c. 부분 C(45-62마디 첫째 박)

대부분 8분 음형으로 이루어져 경쾌하고 가벼운 스타카토와 대조되

는 레가토가 교차되어 균형을 이룬 section이다. 역시 세도막 형식으

로 두 번째 b 부분의 상성부에서 미끄러지는 듯 한 동형 진행적 레

가토 선율이 하성부의 스타카토 선율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전개

된다. 계속되는 3마디의 bridge에서는 상하선율이 서로 반대방향으

로 아름답게 레가토 된다. 뒤로 3마디 extended 악구가 이어지고 갑

자기 section D(주제로 시작)로 연결 된다.(악보11)

(악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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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부분 D(63-89마디)

결론적으로 론도형식의 입장에서 보면 회상을 하듯 마지막으로 출

현하는 주제악구(63-70마디)와 끝 부분의 extended 악구 4마디를 포

함한 결코 짧지 않은 coda(71-89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독

립적으로 볼 때 이 section은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마지막 4마디의 extended악구가 첨가 된 구조를 가

졌다. 첫 번째, 63-70마디 악구는 아는 바와 같이 A-a(주제/1-8마

디)에서 회상된 마지막 주제악구이며 두 번째, 71-74마디 악구는

B-a(23-30마디)의 리드믹 패턴이 차용되어 변형되며 그리운 듯 회

상되었고, 세 번째, 75-85첫박/89 악구는 C-b(49-52) 와 C-a/a' 악

구(45-48/53-56마디)에서 차용됨과 동시에 melodic shape를 변형시

켜 아쉬운 듯 회상되었으며 오르간적인 4박의 트릴음과 함께 마무

리 된다. 이는 저음부의 ostinato를 포함한 4마디 extended 악구

(85:elided-88)와 함께 사실상 마지막 마디로 연결되며 제 2악장 마

지막 부분에서 선보인 알프스 혼의 반복 음을 마지막으로 회상 하

는듯한 저음부의 오르간 음과 함께 평화스럽게 마무리된다.(악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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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2)



- 24 -

2. R. Schumann Kreisleriana Op.16

(1) 작곡가와 작품에 대한 설명

1) R. Schumann에 대하여

슈만은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의 대표적인 독일 작곡가로서 특히

문학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문학과 음악의 결합을 추구하고 음악에

문학적 의미를 부여하여 그 풍부한 감수성과 내용을 음악으로 승화

시켰다.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은 고전주의 음악에 비해 인간의 내면

과 감정표현의 주관성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적이고

환상적인 것이 나타나기도 한다. 서정적인 선율과 꿈꾸는 듯한 즉흥

적 기법은 슈만 음악의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3) 또한 슈만

은 그 자신이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피아노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

높았던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의 피아노 작품에는 다른 작곡가보다

훨씬 더 피아노라는 악기에 대한 배려와 그에 따른 적절한 작곡기

법이 두드러진다. 또한 조성의 모호함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의 작

품 <Davidsbundlertanze>의 첫 곡에서는 중심 조성의 명확함을 찾

기 힘들며 G Major에서 E minor로 급작스럽게 변하는 식의 모습이

보여진다. <Kreisleriana> 같은 경우도 kreis라는 말의 뜻처럼 하나

의 큰 cycle로 된 관계조들이 전체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중심조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채 동등한 역할을 한다.

2) Kreisleriana Op.16에 관한 설명

Kreisleriana Op.16은 1834년 4월에 작곡된 것으로 슈만이 음악신

보(Nene Zeitschrift für Musik)에서 비평가로 활동하던 시기에 만들

어졌다. 이 곡은 독일 후기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문학가인 동시에

작곡가로도 활동한 호프만(E.T.A.Hoffman:1776-1822)의 소설 중

3) Charles Rosen, The Classical Style, New York, 1972,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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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 고양이 무르의 인생관(Lebensansichten des Katers Murr)」에

나오는 크라이슬러(Johaness Kreisler)라는 인물을 소재로 했다. 이

소설은 2부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양이 무어의 자서전과 악장

요하네스 크라이슬러의 전기가 뒤섞인 이중소설이다. 주인공 두 명

중 한 명인 악장 Kreisler 라는 인물은 호프만이 그 자신의 제 2의

자아로 자신의 작품을 통해 만든 가상의 인물이다. 슈만 역시

Kreisler라는 인물에 자기 자신을 투영했는데 그는 사회의 속물과

예술의 잘못된 가치 추구에 대항하는 음악가이며 동시에 사회에 대

한 비판의식이 강하고 내면의 격한 감정과 Julia에 대한 운명적인

사랑의 좌절과 예술의 순수함을 추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이다.

이 곡을 작곡하던 시기에 슈만은 클라라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클라

라의 아버지 비크와의 갈등의 심화와 자신의 정신병 증세 그리고

당시 음악가들의 속물근성에 대해 고민하던 자신과 악장 Kreisler와

의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관심을 갖게 된다. 슈만은 자신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인 플로레스탄(Florestan)과 오이제비우스(Eusebius)

를 통해 Kreisler의 이중성을 곡에 나타내었다.

호프만의 소설은 두 개의 이야기들이 임의로 결합되어 이야기의

흐름을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단편적이고 파편

적인 특징이 두드러지는 소설과 이 곡에는 단지 관계없는 부분들의

집합이 아닌 통일성을 가진 하나의 집합체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유기적인 구성과 두 가지 motive의 일관된 사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근거로 첫 번째는 슈만이 선택한 조성이었다.

d minor - no.1

B♭ Major - no. 2, 4, 6

g minor - no. 3, 5, 8

c minor - no.7

E♭Major - no.7의 Choral part

위와 같이 5개의 조성 중에 중심에 있는 B♭Major 와 g minor는

서로 나란한 조 관계이다. 나머지 d minor는 B♭Major와 3도관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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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c minor는 g minor와 5도관계이다. 마지막으로 E♭Major는 B♭

Major와 5도 관계이다. 이와 같이 8곡은 서로 긴밀한 관계의 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곡에서 나타나는 모든 조성

은 8번곡에서 다시 나열됨으로써 관계조의 긴밀한 연관성을 다시

한 번 나타내며 여덟 개의 곡이 전체적으로 하나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근거는 두 개의 motive의 지속적인 사용이다. 물론 그대로

반복적인 사용은 아니지만 원래의 음형에서 역행되거나 부분적인

사용 그리고 변형과 확대가 된다. 첫 번째 motive는 반음계의 상행

스케일(ascending chromatic scale)이다. 이 곡의 중심 조성과 관련

되는 A-B♭은 첫 번째 motive(상행하는 반음계)로써 no.1,4,8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 번째 motive는 첫 번째 motive가 확대된 형태로

두 음(A,B♭)에 G음이 추가되었다. G-A-B♭으로써 no.3,5,6에서 볼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근거로 슈만은 호프만의 소설에서 나온 두

이야기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것처럼 8개의 곡을 하나의 작품으

로 만드는 통일성을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4)

슈만의 작품은 초기,중기,후기 작품의 스타일과 기교가 크게 다르

지 않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시대 순으로 작품들의 특징을 비교하

는 것보다는 8개의 모음곡들의 각각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연주법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Kreisleriana> op.16에 대한 분석과 연구

1) 제 1곡

① 형식 : A(aba')-B(aba')-A(aba') 복합3부 형식

② 조성 : d minor

③ 박자 : 2/4

4) Hyunsoo Cho Park, Kreisleriana and its relationship to novel, KATER 

MURR 논문, 1993 



- 27 -

구분 마디수 조성 성격

A 1-24 d minor Florestan

B 25-48 B♭Major Eusebius

A 49-72 d minor Florestan

④ 주요리듬 :/♩♩/ ♫

⑤ 주요선율 : ascending, descending, waves

⑥ 구조

a. 부분 A: Äußerst bewegt(극단적으로 빠르게, 격렬한 움직임으로)

d minor의 5음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앞서 말했던 호프만의 소설

<Katers Murr>의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구조와의 유사성을 보여준

다. A부분은 Florestan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써 오른손의 3연 음형

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반음계적 상행 스케일과 왼손의 옥타브로 된

syncopation 리듬이 곡의 진행과 긴장감을 더한다. 첫 시작음 A와

B♭는 곡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한 두 가지 motive 중 하나(상행하

는 반음계)로써 곡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슈만은 뒤에 나

오는 작품들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8마디에서 나오는 가장 높은

D음으로 정점을 찍으며 바로 왼손의 음형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쉴

새 없이 이끌어나간다. 10마디에서 12마디에 나오는 왼손의

a-g-f-e-d 음들은 클라라를 생각하는 슈만의 마음이 담긴 Clara

Theme이다. (Schumann Sonata op.14에 나오는 Theme의 축약된

선율)5)(악보1)

d minor V₇      I ii⁵＋ V⁵₆/Ⅳ Ⅳ ⅶ♮/Ⅴ

5) Hyunsoo Cho Park, Kreisleriana and its relationship to novel, KATER 

MURR 논문, 1993, p.10   



- 28 -

(악보1)

b. 부분 B

상성부의 첫 박의 음들은 앞서 나왔던 Clara Theme이 재현되는

부분이다(Schumann Sonata op.14의 2악장에 나오는 Theme의 축약

된 선율). 또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음인 G와 F음은 A부분의 첫 번

째 motive의 변형으로 A부분의 A와 B♭음은 d minor scale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음이지만 G와 F는 B♭Major의 여섯 번째와 다섯

번째 음이다. 따라서 이 음형은 역행해서 하행하는 반음계라고 볼

수 있다.(악보2)

(악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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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디수 조성 성격

A 1-37 B♭ Major Eusebius

B 38-54 B♭ Major Florestan

A 55-91 B♭ Major Eusebius

C 92-118 g minor Florestan

T 119-142 d minor Eusebius

A 143-165 B♭ Major Eusebius

c. 부분 A'

이 부분을 연주할 때 오른손의 3연음 중 세 째 음과 그 다음 첫

째 음을 crescendo 하듯 연주 하고 저음부 syncopation pattern의

특성을 살려 연주해서 커다란 파도가 밀고 나가는 듯 표현하면 이

부분의 느낌을 더 잘 살릴 수 있다.

2) 제 2곡

① 형 식 : A-B-A-C-transition-A form

② 조 성 : B♭Major

③ 박 자 : 3/4

④ 주요리듬 : ♫/♩//♬♬/♩♩♩

⑤ 주요선율 : convex, arch, waves, descending

⑥ 구조

a. 부분 A : Sehr innig und nicht zu rasch(내면적으로 감정표현

을 아주 풍부하게 그리고 지나치지 빠르지 않게)

여덟 곡 중 가장 길고 비중이 있는 곡으로 구조상 변화도 많은

제 2곡은 호프만의 소설의 변덕스러운 구조와 많이 닮았다. 소설에

나오는 Kreisler 와 그가 사랑하는 여인 Julia 의 듀엣을 연상시키는

친밀하고 아름다운 듀엣은 전체적인 A부분을 지배하고 있다.6) 처음

부터 오른손의 unison진행과 왼손과의 아름다운 3도 병행화음은 다

6) E.T.A. Hoffmann, Kater Murr,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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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목가적인 울림이 된다. 친밀하고 다정한 분위기의 듀엣은 병진

행과 반진행을 반복하며 진행되다 35마디에서 성부간의 음역 교차

를 이루며 마무리된다.(악보3)

(악보3)

b. 부분 B(Intermezzo I): Sehr lebhaft(매우 생기 있고 활기차게)

갑작스런 분위기의 변화가 있어 A부분과는 다른 느낌이 들지만

M.H.Arnsdorf에 의하면 처음에 나오는 네 개의 음으로 된 motive의

syncopation 패턴 음 F-D-C-B♭는 A부분의 시작부분 B♭-C-D-F

의 역행이다.7) 이 역행 motive는 두 번 반복된 뒤 46마디부터 낮은

음역에서 나오는 왼손과 오른손의 syncopation 리듬, 48마디 둘 째

박부터 계속 되는 왼손의 반음계적 상행과 이어지는 오른손의 옥타

브로 된 3-4도 진행은 병행 형태로 나아가다 50마디 둘째 박의 무

거운 dominant를 신호로 B부분의 처음 부분으로 모아진다.(악보4)

è    

( 악 보 4 )

7)Mary Hunter Arnsdorf, "Schumann's Kreisleriana op.16 Analysis and Performance", 

pp.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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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부분 C(Intermezzo II): Etwas bewegter(조금 격렬하게)

패턴♬♬으로 된 상성부 motive와 ♩ 패턴의 저음부가 서

로 얽혀 진행되는 느낌은 마치 불안정하게 동요하는 슈만의 복잡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왼손과 오른손의 독립된 모방적 성부

진행, 조성적 모호함, 특이한 화성적 진행이 이를 뒷받침 해 주는

증거이다. (악보5)

g minor:VI₅⁶ S P V₅⁶ ⅰ V₇          V/Ⅲ Ⅲ₆        ⅵ ⅱ₅⁶

(악보5)

중간부분에 나오는 왼손의 반음계적 상승형태는 오른손과의 간격

을 줄여주고 계속해서 unison이 될 때까지 복잡 얽히며 바쁘게 움

직이는 모습이다.(악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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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

d. 부분 Transition : Langsamer(erstes Tempo: 이전의 템포로)

여러 성부가 대위적으로 진행되는 이 부분은 처음 오른손과 왼손

에서 voice changing이 나타났으며 1마디부터 4마디의 둘 째 박까

지 하나의 프레이즈가 끝난 뒤 한 옥타브 올라가서 다시 앞의 프레

이즈를 재현한다. (악보7)

d m : V Ⅵ V₅⁶ 7 I

(악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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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사람들이 Schumann을 이해하지 못할

때 Clara가 Schumann에게 더 의식 있고 명료한 정신으로 살아달라

는 간청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 부분이다.8) (악보8)

(악보8)

B♭Major의 주요 테마로 가기위해 F# Major에서 G♭Major로 가는

이명동음 전조(enharmonic modulation)가 나온다. (악보9)

f# Major ⇨ G♭Major

(악보9)

e. 부분 A: Erstes Tempo(이전의 템포로)

세 번째로 나오는 A부분은 앞의 두 개의 A와 같이 동일하게 진행

되다가 151마디에서 선율이 아르페지오 방식으로 상승하여 옥타브

위에서 새로운 선율이 나오고 163마디의 Adagio에서 결론을 내는

듯한 느낌의 패세지로 마무리된다.

8) Joan Chissell, Schumann,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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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디 조성 성격

A 1-32 g minor Florestan

B 33-84 B♭Major Eusebius

A 85-115 g minor Florestan

Coda 116-156 g minor Florestan

3) 제 3곡

① 형식 : A-B-A-coda

② 조성 : g minor

③ 박자 : 2/4

④ 주요리듬 :♪/♩. ♪/♩♩ / ♫♫

⑤ 주요선율 : convex, arch, ascending, waves

⑥ 구조

a. 부분 A: Sehr aufgeregt(매우 동요하듯이 격렬하게)

오른손의 16분음표로 된 셋잇단음표와 8분음표로 된 음형이 점점

상행하는 형태로 이 역시 슈만의 격정적인 내면의 세계를 표현했다

고 볼 수 있다. 각 음형마다 나오는 불협화음(dissonant)의 passing

note는 그 느낌의 긴장감을 더해준다. 1마디에서 나온 강박에

G-A-Bes 음은 곡 전체에 걸쳐 나오는 두 개의 motive 중 두 번째

것이다. 약박에 나오는 왼손의 옥타브 코드도 더욱 긴장감을 더한

다. 1-10마디까지 한 프레이징이 지난 후 왼손과 오른손이 한 옥타

브 올라간 상태에서 똑같이 진행되는 듯하다가 16마디에서 완전4도

로 도약하며 rhythmic sequence를 반복한다. 26마디부터는 이전과

달리 저음부가 neapolitan 6th로 변하며 반대 방향으로 두 번 반복

하고 곧 tonic으로 종지 한다. (악보10)



- 35 -

○-> G-A-B♭(motive 1)

☐-> dissonant passing tone

(악보10)

b. 부분 B: Etwas langsamer(조금 느리고 고요하게)

I 로 시작하여 오른손의 서정적 arch shape 선율이 8마디에 걸쳐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 선율은 1곡에서도 나온 일명 Clara Theme중

하나로 33마디에서 34마디에서는 전위된 형태(opposite direction:

mi-re-do-ti-la)로 나오며 35마디에서 36마디에서는 원래의 진행

(la-ti-do-re-mi)으로 나온다. 여러 성부가 계속 대위하며 어우러지

는 진행을 연속한다. 선율의 모양은 arch 형상을 이룬다. B부분의

빈번한 전조는 비슷한 선율을 신비감을 더해준다. 57부터 68마디까

지는 D♭ Major의 신비스런 선율이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진다. 다

음 악보는 B부분의 빈번한 조성변화 부분들이다. (악보11)

è F Major

èD♭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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èG♭Major

èB♭Major

(악보11)

c. 부분 Coda : Noch schneller(가능한 한 매우 빠르게)

처음과 같이 빠르고 격정적인 패시지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상성

부의 16분음표 셋잇단음표와 8분음표로 된 음형이 중간에 하성부에

서도 같은 리듬 패턴으로 나와 오른손과 병행 진행된다. 이것은 처

음 A보다 한층 더 높아진 격렬한 Florestan적 표현으로 앞서 나왔

던 B부분의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Eusebius 성격과 무척 대조적이

다. 이 분위기는 약박에서 나오는 옥타브와 악센트로 된 음이 교차

하며 하행하는 패세지로 이어져 140마디의 Neapolitan 6th.를 거쳐

한 옥타브 내려와 반진행 되다가 148마디에서 다시 Neapolitan 6th

로 모아지고 152마디부터 분산된 g minor tonic 코드와 함께 상하로

5 마디 강하게 역진행하여 장중하게 마무리된다. (악보12)

-> 왼손과 오른손 음형이 같이 진행하는 패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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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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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디 조성 성격

A 1-11 B♭ Major Eusebius

B 12-23 B♭ Major Eusebius

A(종결구) 24-27 B♭ Major Eusebius

4) 제 4곡

① 형식 : ABA

② 조성 : B♭ Major

③ 박자 : 2/2

④ 주요리듬 : ♪♩♪/ ♬♬/♩♩/♪♬

⑤ 주요선율 : descending, convex, waves

⑥ 구조

a. 부분 A : Sehr langsam(아주 느리게)

8곡 중 가장 내면적이고 자기성찰적인 성격이 강한 곡이다. M. H.

Arnsdorf 에 의하면 A와 B의 motive들은 단2도로 상행하는 움직이

는 형태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9) 각 음에 ○된 것들은 클라

라 theme에서 나온 것이다. 다소 변경된 것도 있지만 거의 모든 멜

로디 윤곽은 클라라 theme의 실루엣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이 곡과 연결된 소설, <Kater Murr>에서 Julia의 Kreisler를 향

한 감정은 그저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녀는 순진하고 자신이 느끼

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메인 테마는 bass 선율

에서 Julia의 Kreisler를 향한 내면의 감정이 표현되고 있다(위의 악

보 마디9-10참고). 또한 감정의 어떤 혼란에 관해 표현하기 위해

두 가지 음악적 기법을 사용했다. 첫 번째로 미해결된 화성 진행 두

번째로, 불규칙한 묶음으로 인한 리듬의 모호함이다. 화성적으로 이

곡은 tonic의 느낌을 지연시킨다. 처음에 B♭의 V로 시작하지만 막

상 tonic은 마디2의 마지막 박에서 passing chord처럼 나온다. 각각

9) Marry Hunter Arnsdorf, "Schumann's Kreisleriana op.16 Analysis and 

Performance",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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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끝은 해결 없이 예기치 못한 울림으로 이어진다.(마디2,4,9)

(악보13)

V₃⁴ V₇ I₇

V³♭VI₇                     ⅶ₇/ⅶ ⅶ₇/VI
(악보13)

b. 부분 B

끊임없이 이어지는 16분음표의 알토와 소프라노와 베이스, 간간이

나오는 테너, 이렇게 4성부가 노래한다. 15마디의 소프라노의 산뜻

한 dotted rhythm이 선율적인 패세지의 마지막을 기분 좋게 장식해

주며 한 옥타브 위로 이동해 메아리치듯 반복해 준다. 19마디 마지

막 박-21마디에서는 상성부의 선율과 리듬이 역동적인 syncopation

과 함께 생동감 있게 분화되고 (subito) pp로 쓰여진 주선율과 절묘

하게 연결된다. 마지막 코드는 B♭의 III♯로써 제 5곡(g minor)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지만 이 4곡에 있어서는 결코 화성적인 마

무리감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 화성 종지의

half cadence를 느끼게 한다. (악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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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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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디 조성 성격

A 1-50 g minor Eusebius

B 51-104 g minor Florestan

A 128-141 g minor Florestan

5) 제 5곡 : Sehr lebhaft(아주 생기 있고 활기차게)

① 형식: ABA 형식

② 조성: g minor

③ 박자: 3/4

④ 주요리듬: ♬♬♩//♩♩♩ /♫

⑤ 주요선율: arch, descending, waves, ascending

⑥ 구조

a. 부분 A

5마디부터 나오는 익살맞은 canon은 소설 <Kater Murr>에 나오

는 인물 Murr와 Ponto의 대화를 나타낸다. Murr는 어린 시절 경솔

한 재미만 추구했었다. 그러나 자라면서 그 자신을 매력적이고 사려

깊으며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Murr의 나르시시즘

(narcissism)은 다른 악장의 인간적 고통과 대조된다. 이 분위기를

뒷받침하는 음악적 장치는 음악의 진행과 불협화음, 그리고 복잡한

texture들의 움직임이 대범하고 자유로운 형태로 나타난다. 5마디부

터는 성부들이 폴리포닉하게 움직이며 음악적 리듬의 모호함까지

안겨 준다.10) (악보15)

10) Hyunsoo Cho Park, Kreisleriana and its relationship to novel, KATER 

MURR 논문 p.10, 199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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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5)

b. 부분 B

이제까지의 sequence와 echoing으로 점철되어진 조성적인 모호함

은 51마디에서 일단 g minor의 조성으로 자리 매김을 해 놓는다.

hemiola 느낌을 주는 69-90에서는 ♫♫ 리듬으로 된 sequence와 왼

손의 syncopation pattern이 반음계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상행하는

역동적 패시지가 나온다. ritard.가 나온 91-92의 연결구를 지나 부

분 B로 돌아간다.(악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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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6)

c. 부분 A

128마디에서 다시 A로 돌아오고 다시 동일하게 등장한 뒤 140마디

에서 왼손의 둘째와 셋째 박의 왼손 리듬이 에서 ♫리듬으로

바뀐 뒤 마지막 마디에서 tonic(정격종지)으로 마무리된다.(첫 번째

출판된 악보에는 v도(반종지)로 마무리됐으나 두 번째 출판에서는

안정적인 tonic으로 수정되었다.)(악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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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디 조성 성격

A 1-6 첫 박 B♭ Major
Eusebius->

Florestan

B 6(elided)-10 c/gm, B♭Major Eusebius

A 11-18 B♭/A♭/B♭Major Eusebius

C 19-34 B♭ Major Eusebius

A 35-39 B♭ Major Eusebius

g minor V ⅰ

(악보17)

6) 제 6곡

① 형식 : A-B-A(advanced)-C-A

② 조성 : B♭ Major

③ 박자 : 12/8- 6/8- 12/8

④ 주요리듬 : ♩♪/♪//
⑤ 주요선율 : waves, arch, convex

⑥ 구조

a. 부분 A : sehr langsam(아주 느리게)

Eusebius와 Florestan 성격의 대비로 Schumann(Kreisler)의

Clara(Julia)에 대한 마음이 다른 감정들로 표현되어 있다. 5도의

pedal point인 F는 bass와 soprano에서 중요한 울림으로써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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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아마도 Schumann의 Clara에 대한 일편단심을 표현해 주

는 것 같다. 더불어 이 주요 motive들은 거의 Clara theme에서 나왔

다고 할 수 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화성과 리듬은 5마디까지

동일하게 나온다. 특히 4마디의 오른손과 왼손의 unison은

Schumann의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더욱 구슬프게 표현해 준다.

5마디 넷째 박, G음을 중심으로 된 dominant V₇/ c minor 코드는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subito forte의 dynamic 으로 무겁고도 격

렬한 패시지를 암시한다.

b. 부분 B

분위기는 180도 바뀌어 syncopation을 포함한 32분음표로 된 스케

일이 wave형태로 바쁘게 움직인다. 마치 화가 난 듯 한 이 느낌은

이명동음전조(C♭Major->B Major)를 통해 8마디에서 진정된다.

9-10에서 나오는 pp라는 dynamic과 bass의 낮은 C#과 F#(G♭), F

와 B♭, 그리고 베이스의 dominant 진행은 슈만의 무겁고 슬픈 마

음을 표현하는 듯하다.

c. 부분 A(Advanced)

32분음표로 된 스케일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ritard.와 함께 사

라진다. 주요 theme이 낮은 bass(11-12)에서 다시 나오며 절박한 심

정을 호소하고 있다. 이 절박함은 13마디부터 서로 교차하며 반복되

어 그 무게를 더해만 간다.(악보18)

B♭Major V₇          I₆                           IV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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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 M V₇/cm V₇/E♭

V₇/gm e♭m C♭M B M(이명동음)

(악보18)

d. 부분 C : Etwas bewegter(조금 동요하듯이)

17마디에서 18마디에 나오는 F organ은 Clara에 대한 Schumann의

새로운 희망을 품은 애정 어린 마음을 나타내며 19마디에서는 살짝

경쾌한 리듬으로 이어진다. C부분은 왼손과 오른손의 반복되는

sequence와 20마디의 첫 박 B♭, 22마디의 C, 24마디의 D, 그리고

27마디의 F음까지 상승하는 패턴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35마디의 부

분 A로 돌아온다. 38마디에서 C♭와 G♭음이 머물며 결국 불완전

한 tonic으로 마무리된다. (악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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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₆         I₄⁶
(악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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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디 조성 성격

A 1-8 첫 박 c minor Florestan

B
8 둘째박-32 

첫박
g minor Florestan

A 32둘째박-40 g minor Florestan

C 41-68 g minor Florestan

B 69-80 첫박 c minor Florestan

A 80 둘째박-88 B♭ Major Eusebius

coda 89-116 E♭ Major Eusebius

7) 제 7곡

① 형식 : A-B-A-C-B-A-coda

② 조성 : c minor- B♭ Major(89-100)- E♭ Major(101-116)

③ 박자 : 2/4

④ 주요리듬 : ♬♬/♩. ♪/♩♪♪/♩♩

⑤ 주요선율 : convex, waves

⑥ 구조

a. 부분 A: Sehr rasch(매우 빠르게)

8곡 중 가장 드라마틱하고 격정적인 느낌의 부분이다. 제 6곡에서

의 슬픔이 조용히 흐느끼는 듯 한 느낌이었다면 7곡의 슬픔은 분노

를 품은 슬픔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ostinato적인 v의 organ,

diminished color, 그리고 끊임없이 나오는 아르페지오는 거칠고 불

안정한 Florestan적 성격을 암시한다. 처음에 나오는 E♭-D-C는

motive 2에서 나온 것이다. 제 2곡에서의 Intermezzo Ⅱ에서 나온

처음 E♭-D-C와 똑같은 음들로, 제 3곡의 처음에 나오는 G-A-B♭

와도 관련이 있다.11) 1마디의 diminished 코드와 함께 나오는 왼손

의 아르페지오는 이 곡의 드라마틱한 격정적 느낌을 극도로 높여

준다. (악보20)

11) Marry Hunter Arnsdorf, "Schumann's Kreisleriana op.16 Analysis and 

Performance", pp.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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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0)

b. 부분 B

왼손의 두 번째 박은 그 다음 리듬인 ♬을 위한 breathing이다. (악

보21)

(악보21)

c. 부분 C

작은 Fuga(Fugato)부분의 느낌은 고통스러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

는 패시지이다. 왼손의 16분음표들의 스케일을 오른손이 이어가고

왼손의 당김음 리듬과 강한 붓점과 스타카토는 그 느낌을 뒷받침해

준다. 53마디부터 나오는 syncopation과 2성부로 된 왼손의 선율은

절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격정적이다. (악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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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2)

d. coda : Etwas langsamer(조금 느리게)

choral로 된 이 부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도하는 듯한 경건함이

느껴진다. 이 부분의 의미는 소설 <Kater Murr>의 인물 Murr의 사

랑에 대한 비꼬는 듯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나오는

모든 인간들의 성격은 극단적으로 과장되어 있다. 그들의 감정은 하

나의 극단적인 것에서 다른 것의 극단성으로 옮겨진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으로 인한 커다란 기쁨에서 그로 인한 큰 절망감으로

옮겨간다. 똑똑한 Murr는 아마도 모든 인간들의 우스꽝스러운 사랑

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Ponto에게..

내가 염려했던 대로 나는 여태껏 사랑에 빠졌었거나 지금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수많은 시에서 묘사해 온 이례로 말

이야..시들은 완전히 믿을 것이 못돼..”12) (악보23)

12) E.T.A. Hoffman, Kater Murr,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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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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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디 조성 성격

A 1-24 g minor Eusebius

B 25-48 B♭ Major Eusebius

A 49-72 c minor Eusebius

C 73-112 d minor Florestan

A 113-139 g minor Eusebius

Extended 140-145 g minor Eusebius

(8) 제 8곡

① 형 식 : A-B-A-C-A-coda

② 조 성 : 도표 참조

③ 박 자 : 6/8

④ 주요리듬 : ♪//♩♪/♩♩/♩♪♪

⑤ 주요선율 : convex, waves

⑥ 구조

a. 부분 A: Schnell und spielend(빠르고 해학적으로)

제 8곡은 1곡에서 7곡까지 나왔던 모든 조성이 모두 재현되는 곳

으로써 전체적인 곡의 통일성을 주기 위해 Schumann이 사용한 기

법 중 하나이다. 전체적으로 붓점으로 된 동형진행(sequence)이 주

를 이루며 이 리듬은 빠르고 해학적으로 연주하라는 표기에 꽤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Eusebius적인 분위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다른

곡의 Eusebius적 성격에 비해서는 완전히 Eusebius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듯하다. 해학적이고 경쾌하려고 노력하지만 minor

인만큼 그 이면에는 밝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8곡의

A부분은 한 가지 분위기 외에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듯하다. 처

음에 나오는 A부분의 g minor로 시작하여 d minor, B♭Major, c

minor등이 차례로 나온다. 처음에 나오는 오른손의 F#과 G 역시

motive 1에서 나온 것으로 제1곡, 4곡에서 나온 motive와 같은 음형

이다. 8곡 처음 왼손 부분은 g minor의 으뜸음으로 시작하여 5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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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으뜸음이 organ으로 지속된다. (악보24)

(악보24)

b. 부분 B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을 연상시킨다. M. h. Arnsdorf에

의하면 bass에 나오는 이 motive는 2곡의 시작부분과 관계되어 있

다고 한다.13) 이 옥타브 선율과 B♭ Major라는 조성은 제 2곡의 옥

타브 선율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왼손만 2/4박자로 바뀌고 오른

손은 6/8박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3의 리듬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충분한 리듬연습이 요구된다. (악보25)

※제 2곡(아래 보이는 악보)의 motive에서 온 선율.

(악보25)

13) Hyunsoo Cho Park, Kreisleriana and its relationship to novel, KATER 

MURR 논문, 199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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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부분 C : Mit aller Kraft(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열정적인 부분으로 오른손과 왼손의 동형진행과 강한 붓점 리듬이

나온다. 112마디에서 비로소 G음의 옥타브코드로 오른손과 왼손이

unison이 되어 다시 A로 돌아간다. 양손이 교차되어 음이 진행되는

부분 역시 주목할 만한데 교차된 후에 2도로 부딪히는 불협화음의

효과가 나오며 긴장감을 증폭시킨다. 화성적인 진행은 d minor- A

Major- d minor- G Major- C Major 순이다(104-112). 이 부분은

같은 형태를 가진 다양한 색깔의 화음들은 다가 온 운명에 맞서는

고통스런 노력을 표현한다. (악보26)

(악보26)

d. A부분과 Extended

부분 A에서는 오른손에서 나오는 같은 지속적인 형태와 왼손의 불

규칙한 리듬이 다른 부분 A와는 다르게 나온다. Lydia Artymiw는

오른손의 그 지속적인 음형들은 규칙적이고 끊임없는 시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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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반면에 불규칙한 왼손은 예측 불가능한 인생 자체를 의미한다

고 한다. 마지막 ending은 별다른 채워짐 없이 허무하게 마치는 듯

좌절감을 주는데 이는 소설 Kater Murr의 ending과 관련이 있다.

Kreisler와 Julia의 결혼에서 쓴 편지는 오래 끄는 여운을 남기는 대

신 마무리되는 느낌 없이 끝나버리기 때문이다.14) 부분 A가 처음

부분A와 같이 똑같이 진행되는 듯하다가 140마디에서 왼손이 사라

지고 오른손의 음형만으로 하행하여 g 음으로 끝이 나는데, 144마디

의 낮은 D, G, B♭ 이렇게 세 음은 g minor의 tonic으로서 화성적

으로는 안정적인 마무리이지만 전체적인 곡의 특징과 진행으로 보

았을 때에는 ppp와 낮은 G음 하나만으로 끝나는 건 너무 허무하다

고 느껴질 수 있는 마무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격정적이고 열정적

이었던 패시지들에 비해 허탈한 이 ending은 어쩌면 Schumann 자

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싶었던 스스로의 자화상인 듯하

다.(악보27)

(악보27)

14) Hyunsoo Cho Park, Kreisleriana and its relationship to novel, KATER 

MURR 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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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Debussy <Estampes>

(1). 작곡가와 작품에 대한 설명

1) Debussy에 대한 설명

드뷔시는 화성적인 면에서 가장 색깔이 화려한 작곡가이다. 모든

시작과 끝은 화음으로 되어 있다. 그는 비록 잠시 서양음악에서 벗

어나 동양적인 음악에 새로움을 느끼고 열정을 가졌었지만 뉘앙스

와 화성에서는 서양음악의 것을 고수했다. 젊은 시절 드뷔시는 화성

에 대한 집착이 있었는데 이는 드뷔시가 화성의 혁명적인 감각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15) 특히 그는 피아노라는 악기에서 자신의 기량

인 화성의 다양한 색깔을 마음껏 뽐냈는데 그 이유는 피아노는 그

자체로써 화성을 가진 악기이고 화성의 결합이 가능한 악기이고 다

른 악기와는 달리 억양의 뉘앙스와 화성의 미묘한 단계적 차이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16)

2) Estampes에 관한 설명

Estampes는 1903년에 작곡되었으며 드뷔시 작품 중 가장 다양한

색깔을 가졌으며 구조적으로도 잘 짜여진 곡이다.17) 제 1곡인

Pagodes(탑)는 드뷔시가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에서 Javanese

gamelan orchestra의 영향으로 쓴 곡이다. 이것은 동양의 절에서 나

는 분위기를 묘사한 것으로 드뷔시는 한 번도 동양의 절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상상력의 대가답게 동양의 정서를 잘 묘사하였지만 확

실히 이 작품은 프랑스풍의 명확성을 띠고 있다. 제 2곡 La Soirée

dans Grenade(그라나다의 황혼)은 드뷔시가 스페인 음악의 영향을

받은 곡으로 스페인 기타주법과 캐스터넷츠의 사용을 다양하게 변

15) Oscar Thompson, Debussy Man and Artist, p.241

16) Oscar Thompson, Debussy Man and Artist, pp.247-249

17) Oscar Thompson, Debussy Man and Artist,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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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켜 Granada(스페인 남부의 주)의 밤 분위기를 묘사했다. 역시

스페인을 방문한 적 없는 드뷔시지만 스페인의 세계적인 작곡가

Manuel de Falla는 스페인을 표현하는데 가장 뛰어난 곡은 “그라나

다의 황혼”이라며 “안달루시아의 집약된 분위기를 놀랄만큼 증류된

방법으로 나타낸 곡이다”라고 할 만큼 이 곡은 어떤 스페인 작곡가

보다도 스페인의 정서를 잘 표현한 곡으로 평가된다.18) 제3곡

Jardins Sous La Pluie(비오는 정원)는 다시 프랑스의 정서로 돌아

온 곡이다. 두 개의 유명한 프랑스 동요에서 따온 주제 선율의 인용

해서 드뷔시는 프랑스의 풍경을 정확히 묘사하고 젊음의 존재를 포

함한다. 이 곡의 이야기는 아이들이 정원에서 노는 도중 비가 오고

번개가 쳐서 아이들은 방해를 받지만 이내 그들의 게임을 비오는

중간에 다시 시작한다는 내용이다.19)

(2) Debussy Estampes 에 대한 분석 및 연구

1) 탑(Pagodes)

- Modérément animé: 적당히 생기있고 활기차게

/délicatement et presque sans nuances

:섬세하고 부드럽게 그러나 거의 미묘한 차이 없게

① 형식 : ABA'coda

② 조성 : 5음계 선법에 의한 polyphonic-“pentatonic" penta tone

4종류의 5음음계 사용

1) C#-D#-F#-G#-A#

2) D#-C#-B-A#-G#

3) B-G#-F#-D#-C#

4) E#-D#-C#-B-G#

③ 박자 : 4/4

18) E.Robert Schmitz, Piano Works of Debussy, p.86

19) E.Robert Schmitz, Piano Works of Debussy,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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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디
도입부 1-2

A(3-30)
a(3-10)
b(11-22)
a'(23-30)

B(31-52)
c(31-36)
a'(37-44)
c'(45-52)

A'(53-77)
a(53-60)
b(61-77)

Coda 78-98

④ 주요리듬 : ♬♩//♫/♩
⑤ 주요선율 : concave, waves, ascending, convex

⑥ 구조

a. 부분 A

1마디의 왼손 B Major의 I 화음이 3음이 생략된 채로 나와 개방화

음이 된다. 오른손에서는 5음 음계(C#-D#-F#-G#-A#서양적인 새로

운 동양식 형식이라 널리 알려진)의 제 1주제가 새롭게 G#음이 첨

가되면서 드뷔시만의 특유한 화음의 색깔이 나오고 이 화음은 동양

의 신비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것으로 당시에는 획기적인 화음의

사용이었다. 3-10마디의 오른손 선율은 첫 번째 주제로써 무한한 변

화와 리듬과 기능의 변주형식들이 나오는 전체적인 곡의 ostinato로

써 빈번히 나오는 재료이다. 7마디부터 나오는 로 된 왼손의 2소

재는 10마디까지 2번에 걸쳐 나온다. 7-10마디의 테너성부의 멜로디

는 pentatonic 경계인 D#-C#-B-A#-G#을 사용한 두 번째 재료(테

너)로써 1주제와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나오고 있다. 11마디부

터는 B-G#-F#-D#-C#으로 만들어진 pentatonic을 사용하여 3성부의

모습이 제대로 갖춰진 채로 오른손에선 1주제 선율이 옥타브로 변

형된 모습으로 나오며 박자 역시 16분음표에서 8분음표와 4분음표

로 더 길어지며 1주제를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왼손에서는 2주제이

자 3소재로 된 선율이 나오고 bass에선 낮은 B음이 pedal poin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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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다. 15-18마디는 첫 번째 pentatonic 형식으로 돌아가고 첫 번

째 주제와도 역시 관련이 있다. 19-22마디는 두 번째 주제의 발전이

고 23-26마디는 첫 번째 주제의 발전된 형태이다. 27-30마디는 3연

음부로 된 화음이 concave의 선율모양을 이루며 왼손에서 제 2주제

가 다시 나오는데 이는 1주제에서 사용된 C#-D#-F#-G#-A# 구성의

5음음계로 되어 있으며 상성부에서 제 2주제에서 사용된

B-G#-F#-D#-C#의 5음음계가 사용되었다. 이런 형태의 모자이크식

작곡기법은 회화적 용어로 말하자면 점묘주의라 할 수 있다.20)(악보

1)

20) 강동현, C.Debussy Estampes, 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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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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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분 B

오른손에서 나오는 E#음이 나오면서 F# Major의 조성으로 바뀌고

4음계로 된 제3주제가 나온다. 왼손의 오스티나토 형태는 pedal

point 효과와 동시에 당김음 리듬으로 나온다. 37-38마디는 처음 나

왔던 B Major의 5도 안에서 움직인다. 37-40마디는 1주제의 리듬이

변형되어 오른손의 멜로디로 나오고 왼손에서는 제 2주제의 음계가

나온다. 37마디부터 시작된 왼손의 변형된 제 2주제 선율은 41마디

에 이르러 양손에서 unison으로 같은 화음이 ff의 크기로 등장한

다.(Debussy가 ff라고 표기했을 때는 이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21))

(악보2)

(악보2)

44-52마디에서는 31-34마디와 마찬가지로 같은 선율이 왼손에서 나

오며 A'부분으로 넘어가는 bridge 역할을 한다. 왼손에서는 33-36마

디와 동일하게 lydian 선법으로 선율이 나오며 오른손에서 아래성부

에서 F#과 G#이 화음으로 그리고 위성부에서는 선율이 되어

ostinato형태로 나온다. 50마디에도 46마디와 동일하게 lydian mode

21) E.Robert Schmitz, Piano Works of Debussy,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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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율이 옥타브로 등장하고 F#과 G#음으로 된 화음이

syncopation 리듬과 ostinato형태로 진행된다.(악보3)

(악보3)

a. 부분 A'

53-77마디는 3-22부분의 재현부이다. 73-77마디는 41-43마디와 동

일하게 나오다가 76마디에서 오른손의 D# C# D#음들이 3연음으로

반복된다.(악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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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

d. coda

1음계가 주를 이루며 80마디부터 1음계의 1주제가 또렷이 나온다.

오른손의 하행과 상행하는 스케일은 절의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묘사한 것으로 왼손에서는 제1주제이자 1소재가 재현된다.

84-87마디에서는 왼손에서 2음계가 나오고 88마디에서는 3음계가

나타나 91마디에서 39마디의 선율이 나온다. 98마디에서 나오는 화

음은 위 성부의 3음이 생략된 VI₇가 나오고 아래성부에서는 7음이

생략된 I₉ 이렇게 복화음으로 마무리된다.22) 절의 풍경소리를 묘사

한 오른손의 스케일이 이 곡의 동양스러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

22) E. Robert, (역)김난희, 드뷔시 피아노 작품과 연주해석, 서울:음악춘추사,  

pp.96-98,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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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체적으로 이 곡은 5음 음계의 4종류를 변형한 것이다. 또 이

곡의 리듬은 다양한 리듬들의 복합체로써 하나의 리듬에서 역행된

것과 변형된 형태가 많이 나오고 각 성부를 독립적으로 나오며 대

위적인 성격이 보인다. 드뷔시는 악보에 음악용어를 자세하고 정확

히 표기한 작곡가 중 대표적인 작곡가로서 연주자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하는데 이 곡에서 간간히 보이는 3-10마디의 ritardando와

19마디의 Animez un peu(템포를 더 빠르게), 23마디의 Toujours

anime, 52마디의 retenu, 53마디의 tempo I는 곡의 분위기를 더 잘

살려주는 템포 지시어이다. 이 곡에서의 페달의 사용은 댐퍼 페달로

저음의 페달 포인트를 지속하면서 각각의 성부의 진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협화음과 협화음들이 섞여서 울리는 소리는 연주자 자신

이 귀로 잘 들으며 페달을 조심스럽게 바꿔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악보5)

(악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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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디

도입부 1-6

A

a(7-16)

b(17-37)

c(38-58)

b'(59-66)

B
d(67-77)

b''(78-91)

A'

b'(92-97)

c'(98-108)

e(109-121)

coda a'(122-136)

2) 제 2곡 그라나다의 황혼(La soiree dans Grenade)

- Mouvement de Habanera(하바네라 리듬의 움직임으로)

스페인 무어족의 기상을 표현하는 느린 선율, 전반적으로 나오는

하바네라 리듬 그리고 아라비아 음계의 사용도 나타난다. 하바네라

리듬은 아메리카 쿠바에서 나온 스페인에서 크게 유행한 것으로 2/4

박자의 원만한 빠르기이며 두 번째 박자를 강조한다. 이 곡은 도입

부와 코다를 포함하는 ABA 3부분 형식이며 f# minor를 조성으로

한다.

① 형식 : ABA'coda

② 조성 : “Cis 중심 운용”-Free Key,무어인의 노래-(7-15첫박): 독

자적 선법

③ 박자 : 2/4

④ 주요리듬 :♫/♬♬///
⑤ 주요선율 : ascending, descending, waves

⑥ 구조

a. 부분 A

베이스의 C#음이 왼손과 오른손에 걸쳐 옥타브로 된 organ note로

나오며 오른손에서 하바네라 리듬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7-16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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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G#-F#-E#-D선율이 하행하는 아라비아 음계에 기초한 선

율이 나오고 오른손에서는 하바네라 리듬이 오스티나토적으로 나온

다. (악보6)

(악보6)

17-20마디는 경과구로서 스타카토로 순차 진행하는 아라바아 음계

가 나오고 스페인의 기타주법을 사용하여 스페인의 분위기를 표현

하고 있다. Tempo giusto(박자를 정확하게)라는 표기는 이를 위한

것으로 악보에 나타난 리듬을 정확히 연주할 것을 말한다. c# minor

로 시작해 V₇를 사용하여 f#-g-a-b-c#으로 진행하여 전조됨으로써

긴장이 고조된다. 상성부의 교회 선법 중 하나인 C# Phrygian 선법

이 사용되고 하성부에서는 5음이 생략된 연속적인 딸림7화음의 진

행이 보인다.(악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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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

21-22마디는 경과구이고 23-28마디는 A의 b부분의 제2주제로

Tempo rubato라는 표기는 긴장과 이완의 분위기를 충분히 표현해

야 한다. 오른손의 G-A-B-C#-D#로 된 온음음계가 나온다.(악보8)

(악보8)

29-32마디는 앞의 17-20마디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경과구의 모습

을 띠고 있고 F#음을 중심으로 V₇/B, V₇/C, V₇/D, V₇/E, V₇/F#의
순차적인 딸림7화음들이 연속적으로 상행하고 있다. 33마디부터는

위성부에서 syncopation 리듬이 나오며 아래성부에는 하바네라 리

듬이 기본리듬으로 나오며 서로 다른 리듬과 합쳐져 다양한 리듬의

복합체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낸다. 37마디는 연결구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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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의 tonic을 준비하고 있다.(악보9)

(악보9)

38-58마디는 A Major의 하바네라 리듬이 점점 커진다. 38-41마디는

다음 ff로 이어지는 준비를 하고 42-57마디는 선율의 두 번째 박자

의 8분음표를 눌러주며 급히 올라가는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역할을 한다. 51마디의 3연음부는 하바네라 리듬을 3분할하여 이완

해주는 역할을 한다. 59-60마디는 연결구로 처음 시작의 조성으로

가기 위한 C#음을 사용하였다.(악보10)

(악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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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음부의 리듬이 나오며 완화된 분위기를 연출한다.(악보11)

(악보11)

b. 부분 B

67-77에 새로운 주제가 등장한다. 하바네라 리듬이 아래성부에서

나오고 윗성부의 주제는 33-37의 선율이 변형되고 연장된

syncopation의 모습이 나온다. 78-81는 제2주제가 화성적으로 첨가

되고 변형된 모습으로 C#의 오스티나토 형태의 하바네라 리듬이 주

를 이루며 F# Major와 d minor가 중심 조성이 되어 재현부의 시작

역할을 한다. 87-91마디는 같은 선율을 사용하여 메아리 소리의 효

과가 나타난다.(악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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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2)

c. 부분 A'

92-95는 17-20의 재현이고 96-97는 C# Pedal point를 사용하며 연

결구 역할을 한다. 97마디 마지막 반 박자부터 42-56의 선율이 성부

확장된 하바네라 리듬과 함께 나오고 107-108은 연결구로서 하바네

라 리듬을 A Major의 제 5음인 E로 나타낸 것이다. 109-112는 A'

의 e부분의 시작으로 F Major의 조성으로 하바네라 리듬의 삽입구,

115-118에 이어 캐스터넷츠를 치는 듯한 리듬이 나온다.(악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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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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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oda

하바네라 리듬이 변형되어 나오며 내성에서 제1주제가 재현되며

곡이 마무리된다.(악보14)

(악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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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디

A(1-70)

a(1-15)

b(16-26)

a'+b'(27-55)

c(56-70)

B(71-125)

d(71-81)

a''(82-89)

d'(90-99)

a'+e(100-125)

A'(126-146)
d''(126-132)

d+a(133-146)

coda 147-157

3) 제 3곡 비오는 정원(Jardins sous la pluie)

- Net et vif (정확하고 빠른 박자로)

① 형식 : ABA'coda 형식

② 조성

제 1부: (1-74)-e m/F# M/f# m/c m/D♭M(제 9선법,온음계 포함)

제 2부: (75-99)- C# Major

제 3부: (100-125)-Free Key

제 4부: (126-146)- E Major

③ 박자 : 2/2

④ 주요리듬 : ♬♬/♪♪♪♪//♩/♩♩♩♩//
⑤ 주요선율 : waves, convex, descending, concave, ascending

⑥ 구조

판화의 세 곡 중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곡으로 앞의 곡들이 동

양의 정서와 스페인의 정취를 표현하던 것과는 달리 프랑스풍의 곡

이다. 프랑스 동요인 “잘 자라 우리 아가(Do do l'enfant do)” 와

“이젠 숲에 안 가겠어(Nous n'irons au bois)”에 나온 선율을 주제

로 만든 곡이다. 두 동요 중 전자는 제1주제, 후자는 제2주제로 사

용하였다. 장조로 되어 있는 “잘 자라 우리 아가”라는 프랑스 동요

로서 다음의 악보와 같이 표시된 선율을 motive로 e minor로 리듬

을 축소하여 사용하였다.23) 제 2주제는 마디 75-78 상성부에서 프랑



- 74 -

스 동요인 “이젠 숲에 안 가겠어"의 선율을 리듬 확장을 하여 주제

로 나타내었다.

떨어지는 듯한 아르페지오 형태로 된 16분음표들은 비가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를 묘사한 것이다. 전조들은 곧 하늘의 변하는 모습을

표현하였고 잔디가 젖고 바람이 불고 해가 뜨는 등의 자연현상들의

모습이 연상된다. 연주상에서 이 곡은 터치의 물같은 상쾌함과 제 2

곡보다 half-pedaling를 사용하여야 한다.24)

a. 부분 A

1마디부터 왼손의 e minor로 된 음들이 으뜸음을 시작으로 하여

순차 상행하여 “잘 자라 우리 아가(Do do l'enfant do)"의 선율을

축소하여 인용하였다. 오른손 16분음표로 된 아르페지오형 화음은

63마디까지 이어져 곡의 동적인 느낌을 살린다. 6-15마디에서는 F

음이 ♮로 바뀌며 church mode 중 하나인 E phrygian mode가 나

타나고 10마디에서 나타난 motive가 11-13마디까지 3도씩 하행 동

형 진행한다.(악보15)

23) Edward Lockspeiser, Debussy, pp.148p-149
24) Oscar Thompson, Debussy Man and Artist,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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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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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에서는 아래성부에 단 7도 도약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25-26

에서는 A Major로 넘어가는 연결구 역할을 한다. 27-30에서는 F#

Major로 29-30마디에서 주제선율이 아래성부에 나타나고 있다.(악보

16)

(악보16)

31마디에서는 f# minor로 바뀌어 33마디부터 E-D#-D♮-C#-C♮인

반음계로 하행한다.(악보17)

(악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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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마디에서는 A와 B의 연결구로 왼손에 나타나는 motive의 전

위된 형태가 2마디 단위로 반복하면서 상행진행하고 p 안에서의

crescendo 와 diminuendo가 나오며 곡의 디테일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악보18)

(악보18)

43-55마디에서는 c minor로 왼손의 아래성부음에서 주제 선율이 나

오며 이 선율은 50마디부터 D♭Major로 된 옥타브로 변형되어 나온

다. accent로 더욱 강조된 이 선율은 f인만큼 주제 선율이 더욱 뚜

렷하게 나오며 곡의 절정을 향해 가는 느낌을 준다.(악보19)

(악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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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9마디는 C-D-E-F#-G#-A#으로 된 온음음계이고 60-63마디는

C#-D#-F-G-A-B로 된 온음음계로 된 선율이다. 64-69마디는 반음

음계와 반진행으로 된 선율이 빠른 움직임을 보인다.(악보20)

(악보20)

b. 부분 B

71-74는 3연음부로 새로운 주제선율을 준비하며 71-72의 리듬이 G#

음의 octave passage로 나오고 73-74마디에서는 F#의 trill 형태로

나타난다. 75마디부터는 오른손의 새로운 주제선율이 syncopation

으로 나타난다. 이 선율도 프랑스 동요 “이젠 숲에 안 가겠어.”에서

인용되었고 왼손의 F#-E#-E♮-D#-D♮-C#-B#-B♮으로 된 2박자

또는 4박자의 음들로 반음계적 bass 멜로디가 제시된다.(악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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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1)

83-89마디에서는 윗 성부에서 3연음부로 된 trill의 형태가 나오고

아래 성부에서는 E가 중심이 되어 온음음계로 된 선율이 내성에서

주제선율로 두 마디씩 반복되었다. 90-97마디에서는 75-81마디의 선

율이 약간 변형되어 재현되고 100-111마디에서는 G음이 Pe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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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로 나오고 오른손의 위성부는 5잇단음표와 6잇단음표로 된 아

르페지오 형태로 응대한다. 112마디부터는 b minor로 바뀌어 왼손에

서 옥타브로 된 1주제가 변형되어 나오고 115마디까지 계속되며

116에서 125마디까지 절정을 향해 가는 경과구처럼 16분음표로 된

분산화음으로 된 선율이 8번에 걸쳐 하행하다가 낮은 B,A,G음에서

머물려 작은 소리로 된 trill이 나온다.(악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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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2)

118마디부터 마치 하프의 소리같은 글리산도 기법과 비슷한 패세지

가 나오는데 122마디에서 나왔던 2도의 트릴로 인한 긴장감이 126

마디에서 폭발하는 느낌이다.(악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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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3)

c. 부분 A'

133-135마디에서는 윗성부의 c# minor의 하행하는 분산화음 형태가

반복되며 아랫성부의 E Major의 제2주제의 변형된 선율이 나온다.

136마디에서는 G#에서 시작되는 제1주제 선율의 변형이 나오고

143-146마디는 제 1주제가 풍부한 화성감으로 발전되어 나온다.(악

보24)

(악보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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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oda

147-148마디에서 처음의 주제선율이 2마디에 걸쳐 나오고 이 선율

이 149-150마디에서 한 번 더 나오며 151-154마디에서 4번 더 강조

되어 제시되고 넓은 음형의 아르페지오가 나온다. 151-154마디에 나

온 테너의 C#-E-F#-A-C#-E-F# 선율은 상행으로 움직여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왼손음의 상행으로 진행하여 E Major의 tonic으로 끝난

다.(악보25)

(악보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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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지금까지 세 시대의 작품의 각각 다른 양식과 성격들에 대하여 알

아보았다.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K.570에서는 모차르트만의 개성

과 스타일 그리고 기법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제 1주제와 제 2주

제의 긴밀한 관계와 제시부와 발전부 그리고 발전부와 재현부를 이

어주는 다양한 방법들은 그의 빛나는 천재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다. 이 곡을 쓸 무렵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렸던

모차르트는 그런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걸작을 만들어내

었다. 청취자로 하여금 연주가 끝날 때까지 긴장감과 흥미를 유지할

수 있게끔 변화무쌍하고 현란한 곡의 전개는 그만의 밝고 섬세한

정서와 성숙한 음악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만든다.

슈만의 Kreisleriana op.16은 슈만이 문학적 소양이 높은 사람이었

음을 입증해주는 대표작 중 하나이다. 클라라 아버지 비크의 반대

속에서 클라라와의 사랑이 깊어지는 시기에 쓴 만큼 클라라에 대한

자신의 일편단심 사랑을 이 곡에 가득 담았다. 곳곳에 숨어 있는 클

라라 motive를 찾는 재미와 슈만이 곡에 깊숙이 담아 둔 의미를 찾

다보면 이 곡에 흠뻑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소설의 구조같이 언뜻

보면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것 같은 이 곡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조

성들의 유기적인 연결과 2개의 motive의 연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는 순간 감동은 배가 된다. 슈만 자신이 제일

애착이 가는 곡이라고 했을 만큼 이 곡에는 슈만의 풍부한 감수성

과 문학성이 담겨 있다.

드뷔시의 Estampes는 드뷔시의 아름다운 화성의 색깔이 돋보이는

최고의 걸작이다. 동양적인 신비스러움과 스페인의 분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풍의 음악까지 드뷔시는 다양한 음악의 세계를

마음껏 표현하며 그만의 재능을 뽐냈다. 특히 이 곡에서 나타나는

동양과 스페인의 정서는 한 번도 동양과 스페인에 가지 않은 사람

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 잘 표현했다. 마지막 제 3곡은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곡으로서 아주 화려하고 경쾌하며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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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마지막까지 놓을 수 없는 유명한 곡이다. 이 세 개의 곡을 연

주함으로써 연주자는 다양한 자신의 음악적 재능과 끼 그리고 개성

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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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Musical Characteristic and

Performance Aspect

W.A. Mozart Piano Sonata K.570

R. Schumann Kreisleriana Op.16

C. Debussy Estampes

Yoo Sun, Park

Piano MM, Department of Music

Graduate School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musical characteristic of Mozart, Schumann

and Debussy, by studying and comparing the different musical

periods and styles of each composer. In addition, from

performance perspective,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help achieve

a better stylistic performance of each work.

W.A. Mozart composed almost 600 works including solo pieces,

chamber music, opera, symphonies, concertos and religious music.

His piano compositions are unique and ground breaking, as

evident in the character of his music, the brilliant technique

required for performance, and the expansion of themes and forms

for piano music. He composed his piano sonatas through three

time periods. The first period (1774-1775) is the Salzburg period,

where he wrote six sonatas in elegant style. In the second period

(1777-1778) Mozart used a more dramatic and expansio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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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influence of Mannheimer Schule. The last period is in

Vienna where he composed in a more Polyphonic style. Piano

sonata K.570 belongs to last period and as such it has various

themes developed in Polyphonic style.

R. Schumann unique interest in literature is clearly shown in

many of his compositions. He took special interest in the work of

J .P . Richter and E.T.A. Hoffmann. He found strong connection

between one of the characters, concert master Kreisler <The Life

and Opinion of the Tomcat Murr> and himself. Thus, he

composed Kreisleriana Op.16 which consists of eight pieces. He

uses repetition and contrast together with beautiful melodies and

polyphony throughout the development of this work.

C. Debussy is a pioneer of French impressionism. Estampes was

composed in 1903; it represents the style of impressionism and

the compositional technique of Debussy. This piece is composed

of three parts. The first one, Pagodes uses a pentatonic scale and

is influenced by Gamelan music. The second one, La soiree dans

Grenade presents Spanish atmosphere and uses the Arabic scale,

whole tone scale, continuous secondary dominant chords, added

note chords and rhythm of habanera. The last one, Jardins sous

la pluie borrows a quotation from two French Children's songs

and imitates the sounds of rain by repetition of notes, various

modes, whole tone scale and semi tone scale. It is a particularly

colorful one amongst the three parts.

key words : Mozart, Schumann, Debussy, Sonata, Literature,
Impressionism

student number : 2009-2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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