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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19세기 독일 리트의 표 인 작곡가인 슈베르트(FranzPeterSchubert,

1797-1828)의해 1828년에 작곡된 「백조의 노래(Schwanengesang,D.957)

는 그의 연가곡집 <Die Schöne Müllerin>(아름다운 물방앗간 처녀),

<Winterreise>(겨울 나그네)와 함께 3 가곡집으로 손꼽힌다.<백조의 노

래>는 총 세 명의 시인들의 시에 곡을 붙 는데 슈타 (Heinrich

Freidrich Ludwig Rellstab, 1799-1860), 하이네(Christian Johann

Heinrich Heine, 1797-1856) 그리고 자이들(Johann Gabriel

Seidl,1804-1875)이다.본 논문에서는 하이네의 시에 의한 6개의 가곡에

하여 연구하 다.

백조의 노래(Schwanengesang,D.957)는 백조가 평상시에는 울지 않다가

죽기직 단 한번 운다는 서양 설에서 유래된 것을 바탕으로 가곡집의 제

목을 붙인 것과 같이 슈베르트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알맞은 작품이며 그

의 짧은 생애에 600곡 이상이나 쓴 작품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백조의 노래>는 음악의 역사에 있어서 낭만 이후의 작곡자들에게 큰

향을 끼친 가곡집이다.이러한 이유들로 미루어 볼 때 <백조의 노래>는 음

악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구든지 꼭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슈베르트의 생애와 슈베르트 가곡의 특징에 해서 살펴보

고,시인 하이네의 생애,<백조의 노래>에 사용된 시가 실려 있는 <노래의

책(BuchderLieder,1827)>,그리고 <백조의 노래>에 한 반 인 작품

배경과 하이네 시에 의한 6개의 가곡에 하여 조성,박자,빠르기 등의

구조,뿐만 아니라 다른 작곡가들과는 달리 유독 피아노 선율을 시했던

슈베르트가 피아노 선율을 사용하여 어떠한 방법과 묘사로 시의 체 인

분 기와 각 단어의 의미를 표 하고 나타내었는지에 해 연구하 다.

주요어 :슈베르트,독일 리트,연가곡,낭만 ,하이네

학 번 :2012-2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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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슈베르트(FranzPeterSchubert,1797-1828)는 짧은 생애동안 약 600여곡의

가곡을 작곡했는데 낭만 색채와 술성을 가지고 가곡이 할 수 있는 다

양하고,매력 이며,세련된 작곡기법을 사용하여 작곡함으로써 가곡을

하나의 요한 술장르로 격상시킨 독일 낭만시 를 표하는 작곡가

한사람 이다.슈베르트는 시와 음악의 무게를 동등하게 다룸으로써 새로운

술가곡의 형태를 확립하고 시의 내용이나 분 기에 따라 다양한 화성,리

듬,형식을 사용하여 가사를 음악 으로 표 하 다. 한 반주부를 단순히 성

악부의 부수 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선율과 함께 노래 함으로써 피아

노에 요성을 부여하 다.뿐만 아니라 슈베르트는 이 세 음악가들의

많은 음악 특징들을 기반으로 자신의 고유한 스타일 내에서 표 한

에서 볼 때 그가 속해있던 낭만주의 시 와 시 를 통합시킨 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1)

슈베르트의 가곡집 에서 그가 사망하던 해인 1828년에 작곡된 14곡의

가곡들을 1년 뒤에 출 업자가 한 책으로 묶어 출 한 [백조의 노래

(Schwanengesang,D.957)]는 총 세 명의 시인들의 시에 곡을 붙 는데

제1곡부터 7곡까지는 슈타 (Heinrich Freidrich Ludwig Rellstab,

1799-1860)의 시에 의하여 작곡된 곡이며 나머지 6곡은 하이네(Christian

JohannHeinrichHeine,1797-1856)의 시에 의해,그리고 자이들(Johann

GabrielSeidl,1804-1875)에 시에 곡을 붙인 <DieTaubenpost>(비둘기

령)이다.

1)LorraineGorrell,심송학역「19세기 독일가곡」(서울:음악춘추사 2005)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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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슈베르트의 표 인 작품인 <백조의 노래> 일부를 가지고

연구하고자 한다. 한 이 작품은 필자가 졸업 리사이틀을 통해 연주했

던 작품으로,슈베르트가 <백조의 노래>를 통하여 표 하고자 했던 그의

음악과 술성에 깊이 매료되어 그의 아름다운 술세계를 심도 있게 연

구하고자 하 다. 한 슈베르트가 하이네의 시를 택하여 시어가 가진

뜻과 음악의 결합으로 탄생시킨 <백조의 노래> 6곡을 택하여 음악

인 분석과 연구를 하고자 한다.먼 슈베르트의 생애와 가곡의 특징,

한 하이네의 생애와 시의 바탕이 된 <노래의 책(Buchderlieder,1827)>

에 해 살펴보고 6개의 가곡에 나타나있는 조성,형식,빠르기 등의 구

조 특징과 시의 내용과 형식에 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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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본 론

1.슈베르트의 생애와 작품

란츠 페터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는 1797년 1월 31일

오스트리아 빈 근교의 리히텐탈(Lichtental)에서 태어났다. 슈베르트는

어려서 부터 등학교 교장인 아버지로부터 바이올린을 배웠고 큰 형인

이그나츠로 부터는 피아노의 기 를 배웠다.특별히 세상의 주목을 받을

정도의 재능을 발휘하지는 않았지만 단기간에 아버지와 형의 연주기술을

능가하 다. 10세부터 아버지의 권유로 리히텐탈 교구의 교회의

오르가니스트 던 Hölzer에게 바이올린,피아노,가창법,그리고 화성악

등의 음악 반에 걸친 기 음악교육을 사사받게 된다.

Hölzer의 가르침 속에 속하게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슈베르트는

1808년 11세에 빈 궁정 배당의 어린이 합창단에 채용이 되었는데 여기에

채용되기 해서는 잘 다듬어진 목소리,음악 일반 한 상당한 지식,거기

다가 학교성 이 좋아야 했지만 슈베르트는 이러한 조건을 빈틈없이 갖추

고 있었으므로 수많은 경쟁자들을 당당히 따돌리고 궁정 배당2)의 소 라

노 가수로 들어갔다.동시에 슈베르트는 국립신학교(Kaiserlich– königliches

Stadtkonvikt)의 학생이 되어 일반교육과 일류 교사로부터의 음악교육을

받았다3).특히 이때 살리에리(AntonioSalieri)에게 작곡이론을 배웠으며

그의 천부 인 재능을 인정받았다.재학 에는 학생오 스트라에 제 2바

이올린 주자로 참가하여 모차르트,하이든,베토벤 등의 서곡과 교향곡들

을 익혔으며 이러한 작품들과의 만남이 일 부터 그의 음악 형식에 강력한

향을 끼쳤고 일생을 통한 작곡의 방향 설정에 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일 이 1810년 최 의 기악곡으로 알려진 <FantasieinGfor

Pianoduet>과 <thesixminuetsforwind instruments>를 작곡했다.4)

그리고 1811년에는 그는 D장조의 서곡과 D장조의 교향곡을 작곡했다.5)

2) 재의 빈소년 합창단(WeinerSängerknaben)
3) 재국,「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 러리 슈베르트」(서울:음악지우사,2001),p.17
4)E.bloom「GroveDictionaryofmusicandmusician」V.76,p.753
5)DenisMatthews,「HeritageofMusic베토벤과 슈베르트」(서울: 앙일보사,1988),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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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년 가을 그는 변성기에 들어와서 학교를 떠나게 되었으나 졸업

후에도 3년 동안 살리에리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이즈음에 입 할

나이가 된 그는 징병문제로 인해 고민하던 군 에 가면 오랫동안

작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부친의 권유를 받아들여 1년간 사범학교에

다니며 교직을 이수하고 1814년에는 어린 시 살던 고장으로 돌아가

아버지 학교에 보조교사로 일을 하며 작곡에 념했다.

1814년에는 미사 F장조, 오페라<악마의 별장>, <Gretchen am

Spinnrade>(물 감는 그 텐),그리고 3곡의 악 사 주곡 등을 작곡했

으며 ‘다작의 년’이라고도 불리는 1815년에는 <Erlkönig>(마왕),

<Heidenröslein>(들장미),<RastloseLiebe>(끊임없는 사랑),등 약 145

곡의 가곡과 G장조 미사, 제 2교향곡 B장조, 4편의 오페라 <Der

VierjährigePostenD.190>(4년간의 병근무),<FernandoD.220>(페르난

도),<ClaudinevonVillaD.239>(빌라벨라의 클라우디네),<Diefreunde

vonSalamankaD.326>(자라만카의 친구들)을 썼다.6)

특히 1814년 10월 작곡한 <GretchenamSpinnrade>(물 감는 그 첸)은

물 방아가 돌아가는 모습이나 그 첸의 불안한 마음을 음악 으로 잘 나

타낸 새로운 형식의 최 의 가곡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 1815년에 작

곡한 <Erlkönig>(마왕)은 화자,놀란 소년,소년을 걱정하는 아버지,마

왕,4명의 다른 인물이 등장하며 이야기가 진행되는 발라드 형식의 통 가

곡으로 작곡되었으며 말발굽소리를 반주부에 그 로 재 한 반복되는 음형

이 나타나 있는 새로운 형식의 곡이다. 한 슈베르트는 ‘마왕’에서 단순

히 반주부가 성악부의 부수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주부와

성악부가 동등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는 에서 그 의의가

크다.7)

1817년에는 <DerTodunddasMädchen>(죽음과 소녀),<AndieMusik>

(음악에서),<DieForelle>(숭어),<Ganymed>(가니메트)등의 곡을 작곡

했고 1821년에는친구들의 출 후원운동으로 <Erlkönig>(마왕)과

<GretchenamSpinnrade>(물 감는 그 첸)등이 출 되었다.1823년에

는 뮐러의 시에 곡을 붙인 연가곡 <DieSchöneMüllerin>(아름다운 물방

앗간 아가씨)를 작곡하여 그 다음해 출 하게 되었다.1822년는 슈베르트

6)세 음악출 사 사 편찬 원회,「음악 사 」(서울:세 출 사,1983),p.954
7)임수정,슈베르트「백조의노래」D.957 하이네의 시에의한6개가곡연구 (성신여자 학원,2013)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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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가혹한 시간 이 다.그는 매독 기 정을 받고 고통 받기 시작했

다.그러나 그는 심각한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작품 활동을 계속하며 자신

의 운명을 견뎌내며 받아들 다.8)

1824년 슈베르트가 친구인 오폴트 쿠펠비 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그는 그의 친구에게 지 은 병세가 날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지만 규모가

큰 교향곡의 길을 열고 싶다며 음악에 한 강한 열정을 보여 다.슈베르

트는 1825년에 이르러 마침내 스 치나 안을 잡지 않고 그가 그토록 원

했던 우람한 C장조 교향곡 D.94를 쓰기 시작하여 1826년에 완성하게 된

다.9)

1827년에는 뮐러의 시에다 곡을 붙인 <Winterreise>(겨울나그네)를 작곡

하 다.이해는 베토벤이 사망한 해이기도 하는데 존경하던 베토벤의 죽

음은 그에게 충격이 는지 그의 심정이 작품에 까지 향을 미친다.

<Winterreise>(겨울나그네)는 어둡고,슬 며,고독과 곤궁,죽음의 감

을 그려내고 있다.그 이유 때문인지 이곡을 처음 발표했을 때 사람들로부

터 호평을 받지 못했다.10)

1828년은 Schubert가 마지막 생을 장식하는 창작의 풍성한 해가 되었다.

하이네, 슈탑,자이들의 시에다 곡을 붙 는데 그 곡을 슈베르트 사후에

하슬링거에 의해 편집되어 발간된 <Schwanengesang>(백조의 노래)이다.이

곡은 슈베르트 최후의 술가곡집으로서 가곡의 정을 이루고 있다.그의

생애가 끝날 무렵 작곡된 이 곡들은 슈베르트 작곡기법에 새로운 발 을

보여 다.

이해 10월 슈베르트는 건강을 해 조용한 교외의 새로운 집으로 옮겼으

나 장티푸스에 걸린다.병은 비엔나로 돌아와 더욱 악화되어 1828년 11월

19일 그의 생을 마감한다.11)그리고 자신의 유언에 따라 그가 가장 존경

하던 베토벤의 묘지 에 매장 되었다.12)

슈베르트의 작품으로는 9곡의 교향곡,22곡의 피아노 소나타,다수의 두

손과 네 손을 한 피아노 소품 약 35곡의 실내악,6곡의 미사,17곡의

오페라 인 작품,그리고 600곡이 넘는 리트가 있다.13)

8)이덕희,「음악가의 만년과 죽음」(서울:가람기획),p.113
9)DenisMatthews,「HeritageofMusic베토벤과 슈베르트」(서울: 앙일보사,1988),p.149
10)MarcelSchneider,김방 역 「F.Schubert」(서울:삼호출 사),p.103
11)HeryTheophilusFinck,「SongsandSongwriters」(서울:삼호출 사,1998)p.63
12)이덕희,「음악가의 만년과 죽음」(서울:가람기획 2005)p.113
13)세 음악출 사 편찬 원회「서양음악사」(서울:세 음악출 사 1998)p.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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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슈베르트 가곡의 특징

슈베르트는 낭만 색채와 술성을 가지고 가곡이 할 수 있는 모든 다

양하고,매력 이며,세련된 수법을 사용하여 작곡함으로써 가곡을 요한

술장르로 격상시켰으며 600여곡이 넘는 작품을 남겼다.그는 가곡 작곡

에 있어서 다른 작곡자들에게는 체로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무시되어 온

음악의 무한한 잠재력을 입증하기 해서 많은 분량과 다양한 퍼토리를

표 했다.14) 한 슈베르트는 그의 이 세 음악가들의 많은 음악 특

징들을 자신의 고유한 스타일 내에서 통합시켰다.그의 선율은 모차르트나

하이든을 연상시키는 균형,사랑스러움 순수함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 에 어울리는 새로운 화음으로 선율의 아름다움을 더했다.그의

많은 곡들이 분명하게 묘사된 형식에 자주 의존하는 것도 그와 이 세

작곡자들을 연결시키는 요소이다.15)

슈베르트 가곡을 제 로 연주하고 감상하기 해서는 그 시 의 세태와 생

활상은 물론 시,문학,회화 미학의 문헌 등에 한 식견뿐만 아니라

그가 가곡에서 사용한 형식,화성,음악 특징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16)

2.1.시

슈베르트는 시를 음악에 극 으로 사용한 표 인 작곡자이다.슈베

르트가 살았던 그 당시는 시에 한 열정이 뜨거웠던 시 다.작가,비

평가,철학가,교수 등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작시를 하 다.이러한 향

으로 슈베르트는 항상 다양하고 새로운 시를 하여 그것을 가사로 선택하

다.17)슈베르트가 곡을 붙인 시들은 뛰어난 것에서부터 평범한 것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있다.

14)LorraineGorrell,심송학역「19세기 독일가곡」(서울:음악춘추사 2005)p.130
15)LorraineGorrell,심송학역「19세기 독일가곡」(서울:음악춘추사 2005)p.150
16)이경숙,「 술가곡의 이해」(서울:선우미디어 2003),p.25
17)DitrechFischer-Dieskau,FranzSchubertundsieneLieder,(Inseltaschenbuch,1999)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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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테(66곡),하이네(6곡)등 문 사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가에 의

한 명작과 동시에 그리 알려주지 않은 작가 마이어 호퍼(47곡)이나 쇼버

(14곡)의 시에 의한 작품도 많이 작곡했다.그들은 슈베르트의 친구 다.

이러한 사실로 슈베르트는 작곡할 때에 시의 가치를 단하는 능력은 없었

으며 시를 잘 음미하지 않고 그냥 채용하 다는 비 의 목소리가 있다.18)

이러한 비 에도 불구하고 슈베르트는 각각의 시의 본질 인 의미를 추구

하면서 그 시들에 한 개별성을 부여했다.<ImFrühling>( 에 부쳐)는

평범한 시를 가지고 감동 인 곡을 만들어낸 다른 이다.

2.2.형식

슈베르트 가곡의 형식을 분류해보면 보통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첫

번째 로 가사의 각 이 제 1 의 선율로 악 마다 같은 선율로 되풀이 되

는 유 가곡 형식인데 그의 가곡 <Heidenroslein>(들장미),<AnSilvia>

(실비아에게),<AveMaria>(아베마리아)가 표 인 이다.두 번째 형

식은 변형된 유 가곡(Modified-Strophic)형식인데 유사한 선율을 기 로

선율에 섬세하고 미묘한 교체를 계속 사용한 형식이다.이 형식의 표

인 로는 잘 알려져 있는 가곡인 <DieForelle>(송어),<Dubistdie

Ruh>(그 는 나의 안식),<AndenMond>(달에붙임)둥이 있다.마지막 세

번째 형식은 통 가곡(Through-composed)형식인데 이 형식은 유 가곡의

칭어로 반복이 있지만 마다 서로 다르며 각 마다 내용이 새롭고 극

으로 달리 표 되며 악 의 수가 일정치 않다.이 형식의 표 인 곡으

로는 마왕,<Liebesbotschaft>(사랑의 령)이다.19)

18) 재국,「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 러리 슈베르트」(서울:음악지우사,2001),,p.316
19)이경숙,「 술가곡의 이해」(서울:선우미디어 2003),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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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음악 특징

슈베르트 가곡이 이 의 가곡과 다른 음악 인 특징은 피아노의 역할을

더욱 시하 다는 것이다.슈베르트는 시의 내용을 보다 사실 으로 표

하기 해 수시로 변하는 조바꿈도 주 하지 않았다.피아노에는 독립 ,

개성 인 역할을 부여하여 큰 표 력을 주었으며,그리하여 피아노의 역할

은 반주의 개념을 넘어서 성악부과 완 한 일체가 되어 하나의 술 인

선율을 만들어내었다.이런 으로 미루어 볼 때 슈베르트는 어느 작곡자

보다도 피아노를 음색,표 능력,감각 인 부분에서 효율 으로 사용하

다.20)그러나 보다 요한 특징은 슈베르트가 가곡작곡에 있어서 피아노

를 통하여 표 하려 했던 것을 청 이 보다 더 사실 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하고 곡에 통일성을 부여하시 해 기악곡의 형식을 리트에

다양하게 채용하 다는 것이다.<GretchenamSpinnrade>(물 감는 그 첸)은

론도형식21)을 <Schwanengesang>(백조의 노래) 분신(DerDoppelgänger)

에서는 오스티나토22) 음기법을,<Winterreise>(겨울 나그네) 시냇가

에서(AufDemFlusse)는 소나타 형식의 발 부 동기처리 기법을 아주

하게 사용하 다.23)

3.하인리히 하이네

3.1.하이네의 생애

하인리히 하이네(1797-1854)는 1797년 12월 13일 독일 라인 강변의 뒤셀

도르 에서 유 인 상인 잠존 하이네와 그의 처 페이라 반 겔더른의 장남

으로 태어났다. 형 인 소상인 가정에서 어린 시 을 보낸 하이네는 고

등학교를 마친 후 부모의 뜻에 따라 상인 수업을 받았지만 실패로 끝났다.

20)AlfredEinstein,「MusicintheRomanticEra」1947,p.98
21)론도형식:주제부A사이에 삽입부 B,C를 두고 되풀이 되는 형식,17세기 랑스의 클라 생악 의
롱도(rondeau)에서 발달하여,18세기에는 독주용소나타 ·교향곡 · 주곡의 끝악장에 쓰이게 됨.

22)오스티나토:ostinato,어떤 일정한 음형을 같은 성부에서 같은 음높이로 계속 되풀이하는 수법.
23) 재국,「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 러리 슈베르트」(서울:음악지우사,2001),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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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도 그럴 것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문학 재능을 발견하기 시작한 미래

의 시인에게는 장사에 한 재능도 심도 결여되었기 때문이다.상인 수

업이 실패로 끝나자 하이네는 방향을 달리하여 1819년 본 학에 입학함으

로써 학문 수업을 시작했다.이후 6년간 그는 본,괴 엔,베를린 학

에서 수학했고 낭만주의 문학 이론가인 아우구스트,빌헬름,슐 겔과 철

학자 헤겔 등 명한 학자들과 교류할 기회를 가졌다.1825년 괴 엔 학

에서 법학박사 학 를 취득함으로써 그는 짧지 않은 수업시 를 마쳤다.

학업을 마친 후 하이네는 학력을 바탕으로 안정된 직장을 찾으려 했지만

당시 독일 내에 팽배했던 반유 정서,그리고 그간 유명해진 하이네의

<Reisebilder>(여행화첩)에 한 보수인사들의 노골 인 오감으로 인해

좌 되었다.이후 하이네는 고정된 직업을 얻으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작가로서의 길로 들어선다.24)

1827년에는 사 인 아말리에를 향한 이룰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을 서정시

로 담고 있는<노래의 책>을 출간하며 큰 성공을 거둔다.이 작품은 하이네

의 기 작품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1826년까지 발표된 시들 요한

작품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다.아직도 많은 곳에서 하이네가 오로지 서정

시인 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바로 이 시집의 명성 때문이다.25)

7월 명26)을 계기로 랑스로 건 간 하이네는 그곳에서 독일의 철학

문학,종교를 소개하는데 힘쓰면서 고,발자크,조르주 상드 등 당시

랑스 문단의 거장들과 친분을 쌓았다.1835년 그의 서들이 독일에서

서처분을 받기도 했으나 보석 같은 노래들은 슈베르트 슈만 그리고 람스

에 의해 음악으로 작곡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애창곡이 되었다.하이네는

청년독일 의 작가들 에서 당신은 물론 의 이르기 까지 독자들로부

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27) 한 그는 이곳에서 그는 <알게마이네차

이퉁>의 통신원으로 일하는 한편 다양한 술 활동을 계속했다. 한 1840

년 에는 마르크스와 친교를 맺기도 했으나 당시 두하기 시작한 공산주

의 사상에 해서는 비 거리를 유지했다.이 시기에 쓰인 운문 서사시

24)김수용,「독일.어느 겨울동화」(서울 :시공사,2011),p.324
25)김수용,「독일.어느 겨울동화」(서울 :시공사,2011),p.325
26)7월 명:1830년 7월 리에서 일어난 부르주아 명.
27)김성곤,「독일문학사」(서울 : 로벌콘텐츠,2011),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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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트롤.한 여름밤의 꿈>과 <독일.어느 겨울동화>는 한편으로는 건체제에

항하는 투쟁을,다른 한편으로는 왜곡된 명운동의 편 함에 한 비 을

멈추지 않았던 하이네식 술 참여의 정 에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그의 생애를 통해 주의 국가 체제와 낡은 교회 권 를 부정하

는가 하면 사회 억압과 도덕 인습을 비 하고 개인의 자유와 언론

사상의 자유,여성 해방 등을 부르짖었다.그런 그의 문학 세계는 문학을

통해서 실을 비 하면서도 술이 갖는 자율성을 수호하려는데 핵심이 있다.28)

1848년 하이네는 척수결핵으로 쓰러져 죽음,그리고 죽음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의 마지막 투쟁이 시작되었다.그러나 이러한 망 인 상황

에서도 하이네는 자유를 한 길고 험한 투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인식했고, 한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지키려 했다.이것은 육체

으로 처참하게 무 진 하이네가 죽음을 앞두고도 품 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힘의 원천 이 다.1854년 2월 17일 리 마티뇽 자택에서

사망,자신의 유언에 따라 몽마르트 공동묘지에 매장 되었다.29)

독일 낭만주의 리트는 하이네와 아주 하게 연결되어있다.잃어버린

사랑이나 망에 빠진 사랑 그리고 답 없는 불행한 사랑을 주로 노래하

는 하이네의 민요조의 단순하고 아름답고도 쓰라린 시들은 슈만,멘델스

존, 람스,그리고 슈베르트 등의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 아름다운 리트로

작곡되었다.괴테를 빼놓고 어떤 다른 독일의 시인도 이 분야에서 하이네

만큼 세계 인 반향을 일으킨 시인은 없다.30)

28)HeinlichHeine,Buchderlieder,「노래의 책」(서울 :문학과지성사,2001)
29)김수용,「독일.어느 겨울동화」(서울 :시공사,2011),p.331
30)HeinlichHeine,Buchderlieder,「노래의 책」(서울 :문학과지성사,2001)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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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노래의 책(BuchderLieder)

「노래의 책」(1827)은 하이네의 기 작품 가장 유명한 시집으로

<로 라이>,<그 한 송이 꽃과도 같이>,<노래의 날개 에>등 1826년

까지 발표된 시들 요한 작품들을 한데 모아놓은 시집이다.이 시집은

많은 아름다운 시들이 망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 걸쳐 큰 호응

을 받았고 하이네가 생존했을 당시에도 13 이 출 되었으며 후일 서정

연애시인 으로서의 하이네의 명성을 확고하게 해 작품이다.이 시집의

주제는 주로 불행한 사랑이다.하이네는 이 시들에서 사랑을 인류의 역사

가 지속되는 한 늘 되풀이되는 ‘고통’으로 묘사하고 있다.하이네가 이처

럼 사랑을 고통으로 연 시킨 가장 큰 이유는 어린 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던 사 아말리에에 한 사랑과 그리움 때문 이 다.하이네가 유 인

상인 부모님의 뜻에 따라 상인 수업을 받던 도 숙부 잘로몬 하이네의 딸인

아말리에에 한 깊은 사랑에 빠졌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31)

아말리에 한 사랑과 실연은 하이네의 순수한 사랑에의 동경이 사랑의

한 실 환멸로 바 는 계기가 되었기도 했지만,그가 시를 통해 사랑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노래하는 동인이 되기도 하 다.32)

<노래의 책>은 10개의 Traumbilder(꿈속의 모습들)과 9개의 Lieder(노래

들),20개의 Romanzen(민요조 설화시)그리고 13개의 Sonett(소네트)로 된

< 은 날의 아픔 JungenLeiden>(1817-1821),1개의 Prolog(서곡)과 65개

의 시로 이루어진 <서정 간주곡 LyrischesIntermezzo>(1822-1823),88

개의 무명시화 5개의 담시로 구성된 <귀향 DieHeimkehr>(1823-1824),1개

의 서곡과 네 개의 장시로 된 <하르츠 기행에서 Aus der Harzreise

>(1824),마지막으로 12개의 시로 구성된 1개의 Cykulus(연시)와 10개의

시로 된 2편의 연시로 구성된 <북해 DieNordse>(1825-1826),이 게 5개

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250편에 가까운 시들로 구성되어 있다.33)

31)김수용,「독일.어느 겨울동화」(서울 :시공사,2011),p.325
32)HeinlichHeine,Buchderlieder,「노래의 책」(서울 :문학과지성사,2001),p.341
33)최호진「F.P.Schubert의 Schwanengesang中 H.Heine시에 의한 6개의 가곡에 한 고찰」

(부산 학교 학원,1999)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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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의 노래> 하이네 시에 의한 6개의 가곡은 모두 <귀향 Die

Heimkehr>에 속해있는 작품들이다.

4.백조의 노래(Schwanengesang)의 분석 연구

4.1.작곡배경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DieSchöneMüllerin>(아름다운 물방앗간 처녀),

<Winterreise>(겨울 나그네)와 함께 3 가곡집으로 손꼽히고 있는

<Schwanengesang>(백조의 노래)는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난 해인 1828년 8월

작곡한 13곡의 가곡과 10월에 들어와서 작곡된 <DieTaubenpost>(비둘기

령)을 포함한 총 14곡을 빈의 악보 출 상인 하슬링거(Tobias

Haslinger,1787-1842)가 하나로 묶어 슈베르트가 죽은 뒤 반년이 지난

1829년 5월에 [백조의 노래]라고 제목으로 출 하 다.표제를 <백조의 노

래>라고 한 것은 백조가 평상시에는 울지 않다가 죽기직 단 한번 운다

는 서양 설에서 유래된 것으로 슈베르트의 경우에는 이 곡들이 필 혹은

최후의 작품이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34)슈베르트 자신도 이러한 형

태로 편집되어 출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백조의 노래>는 슈베르트의 3 연가곡이라고 일컫지만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슈베르트가 각각 가곡을 따로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슈베르트 사후

하슬링거의해 출 된 모음집이기 때문에 연작가곡집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앞의 두 가곡집과 같이 ‘사랑’을 주제로 삼고 있다.다만 그 주제는

사랑을 찾아 헤매는 자의 ‘지리 방황’이 아니라 사랑을 잃은 사람의

‘내 인 방황’을 표 했다.

앞서 설명한 1828년 슈베르트에 의해 8월에 작곡된 13곡의 가곡 7곡

-<Liebesbotschaft>(사랑의 령),<KriegersAhnung>(병사의 감),

<Frühlingssehnsucht>( 의동경), <Ständchen>(세 나데), <Aufenthalt>

(거주지), <In der Ferne>(먼 곳에서), <Abschied>(이별)은 슈타

(HeinrichFreidrichLudwigRellstab,1799-1860)가 쓴 시로 만든 것인

데,이것이 가곡집 제1곡부터 제7곡으로 되어 있다.그 7곡에 뒤이어지는

6곡<DerAtlas>(아틀라스),<IhrBild>(그녀의 상),<DasFichermädchen>

34)이성삼,「클래식 명곡 사 」(서울 :세 음악출 사,1985),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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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잡이 아가씨), <Die Stadt>(도시), <Am Meer>(바닷가에서),

<DerDoppelgänger>(그림자)는 하이네(HeinrichHeine,1797-1856)의 시로

되어 있다.그리고 나머지 한곡은 자이들(JohannGabrielSeidl,1804-1875)에

시에 곡을 붙인 <DieTaubenpost>(비둘기 령)이다.

슈베르트의 심이 하이네의 시로 향한 것은 1828년 1월 순에 친구인 쇼

버의 집에서 독서낭독모임이 있었는데,그때에 하이네의 시집인 <노래의

책 BuchderLieder>이 낭독된 뒤부터라고 한다.하이네는 슈베르트와 같

은 해에 태어났는데,이 시집은 슈베르트가 죽기 일 년 인 1827년에 막

출 되었던 것이다.슈베르트가 사용한 시는 그 [노래의 책 Buchder

Lieder]속에 담겨진 <귀향 DIeHeimkehr>( 100편) 에 있다.<백조의 노

래>는 앞에서도 서술했듯이 처음부터 곡을 따로따로 작곡하여 연작의 의미

가 없는 것이므로 일 된 특색을 들 수는 없다.그러나 이 곡들은 모두 슈

베르트가 최종 으로 가곡의 양식에 도달한 작품들이기에 거기에는 공통되

는 작품상 특색을 몇 가지 지 할 수는 있다.다시 말해,한편으로는 <그

녀의 상화>,<그림자>등에 형 으로 나타나 있는 음악의 가사에 한

강한 착과 한편으로는 < 의 동경>,<비둘기 령>등에서 볼 수 있는

극히 세련된 명쾌함과 단순한 음악 표출이 있다.앞의 것은 그 자체가

훌륭할뿐더러 분명히 낭만주의 가곡을 강력하게 이끌어 가는 것으로도 큰

의의가 있지만,뒤의 것도 역시 슈베르트가 짧은 생애 동안 탐구해 온 가

곡의 이상 형태가 아닌가 생각된다.35)

<백조의 노래>는 슈베르트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알맞은 명작이며 짧은

생애에 600곡 이상이나 쓴 작품의 총결산이라 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음

악의 역사에 있어서도 낭만 이후의 작곡자에게 가장 큰 향을 끼친 가

곡집이다.그런 의미에서 음악사상 한 의미를 지닌다.음악애호가 들

에게 잘 알려진 곡이 많이 수록되어 있고 연주회나 코드의 퍼토리에

기회에 포함되는 기회가 잦다.36)

연은 1829년 1월 30일에 빈의 악우 회에서 이루어졌다.참고로 기본 자

료로써 몇 개의 스 치가 분산되어 남아 있고 곡의 완 한 사본이 라이

치히의 페터스 출 사에 보존되어 있다.

35) 재국,「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 러리 슈베르트」(서울:음악지우사,2001),p.341
36)안동림,「이 한 장의 명반 클래식」 (서울: 암사,2013),p.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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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시 해석 음악분석

1)DerAtlas(아틀라스)

<시 해석>

IchunglückselgerAtlas!

EineWelt,dieganzeWelt

derWelt,mussichtragen,

IchtrageUnerträgliches,

Undbrechenwillmir

dasHerzimLeibe.

DustolzesHerz,

duhastesjagewollt!

Duwolltestglücklichsein,

unendlichglücklich,

Oderunendlichelend,

stolzesHerz,

Undjetzobistduelend.

난 불행한 아틀라스구나!

한 세계를,고통에 찬 세계 부를

나는 짊어져야 하네.

나는 견디기 어려운 것을

짊어져야 하네.

그래서 내 마음은 부서지려 하네.

오만한 마음이여,

그래, 는 원했지!

는 행복을 원했지,

무한한 행복을.

그게 아니라면 무한한 불행을,

오만한 마음이여.

그리고 이제 는 불행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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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분석>

형식 마디 조성 Piano음형 박자,템포

주 1-4 g Tremollo와 왼손의

주선율

4분의 3박자

Etwasgeschwind

(조 빠르게)

A 5-21 g-b

B 22-39 B-e-g
연타 주의 연속

3잇단음표

A‘ 40-52
g

Tremollo와 왼손의

주선율후주 53-56

Heine의 ‘귀향’ 27번째 시인 DerAtlas는 그리스 신화의 아틀라스의

고통에 빗 어 화자의 고통을 표 한 시로,무거운 세계를 짊어져야 하는

자신의 상황을 말하는 첫 번째 연과 무한한 행복을 원했던 오만한 마음에

한 조소를 표 한 두 번째 연으로 이루어져있다.슈베르트는 부분의

가곡에서 원시를 그 로 가사로 사용하지만 이 곡의 경우에 제시- 개-재 의

음악 인 ABA식을 갖추고 한 시의 화자(Altas)의 상황과 심정을 더욱더

강조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연의 내용을 반복하여 체를 총 3개의 부분으로

재구성하 다.세부 인 문장에 있어서도 악곡의 이즈 강약구조를 맞추고

주제 인 메시지를 강조하기 하여 “chunglücksel’gerAtlas(나는 불행한

아틀라스)”“unendlichelend(무한한 불행)”등의 가사가 반복 으로 사용

되었다.Etwasgeschwind의 빠른 템포와 mf～f의 다소 센 다이나믹이 격정

인 체 분 기를 자아내며 Atlas의 망과 고통은 비탄과 실의에 빠진

힘없는 목소리보다는 힘있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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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1-4마디)

G단조의 으뜸화음으로 강하게 시작하며 트 몰로를 통해 화성 인 배경과

체 인 분 기를 조성하고 있다.베이스 음은 Tonic화음을 강조하는 G음

과 극도의 긴장을 유발하는 이끈 음인 F#음이 주가 되며 Bb,D음등은 마디

첫 박을 강조하는 붓 리듬에 짧게 등장하는 음으로써만 쓰 다.두 마디

씩 칭 인 구조를 지니며 주에 제시된 피아노부의 낮은 음역은곡 체

에 걸쳐 지속되어 어두운 음색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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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5-8마디)

주에 등장하 던 동기가 주선율의 시작부분으로 사용되며 피아노 트의

베이스 음이 성악부를 음역에서 doubling하여 주 선율의 음색을 더욱 어

둡게 들리도록 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같은 가사가 반복될 때에는 강조와

고조를 해 음역이 조 높아지는 방향으로 선율의 변형이 가해진다.

다만 주선율이 화음의 5음등을 연주 할 때에는 불필요한 2 화음(46화

음)을 피하기 하여 베이스가 리듬을 유지하되 화음의 근음을 연주하는

것을 볼 수 있다.성악가는 붓 리듬에 등장하는 짧은 음가에 있어서도 피아

노의 베이스 음과 리듬이 정확하게 맞도록 하여,분리된 선율로 들리지 않

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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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13-15마디)

14마디에서 tragen(짊어지다)는 단3도의 하행 도약을 통해 시의 화자가 느

낄 무거움이 표 되고 있으며 베이스음이 Bb이 아닌 G음을 연주하는 것은

종지감을 강화하기 한 마디 첫박의 근음 강조, 주에 등장한 2마디 주

제동기의 활용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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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16-22마디)

순차 상행하는 반음계진행을 통해 감정이 고조되며 IchtrageUnerträgliches

(견딜수 없는 고통)에서 붓 을 제하고 8분음표 주로 리듬을 변형한 것은

가사를 더욱 강조하고 단어 하나하나에 무게를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

조 심을 지니지 않는 감7화음을 이명동화음으로 사용하여 g단조와

공통음을 1개 지닌 3도 계인 b단조로의 조를 보여주고 있다.선율은

옥타 에 가까운 음역을 순차 차 강해지는 다이나믹과 함께 상행하여

완 5도의 하행도약으로 끝을 맺는데 HerzimLeibe(찢어진 마음)에서

일반 으로 선율진행에서 기시 되는 증2도 진행을 사용하여 가사의 의미를

더욱 효과 으로 달하고 있다.이후 2연의 무한한 행복을 원했던 마음에

한 조롱과 경멸을 표 하기 하여 21마디의 감7화음을 거쳐 같은 으뜸

음 조인 B장조로 조된다.A부분과의 조를 하여 셋잇단음표의 연타로

피아노 음형이 바 고 짧은 음가들로 상 으로 다소 가벼운 제스쳐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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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5(23-28마디)

23마디의 stolzesHerz(오만한 마음)은 붓 리듬과 장3화음의 분산화음

도약 음형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악기-특히 Trumpet의 형 인 음형을

연상시키며 습 으로 많은 악곡에서 악기가 행진,팡 , 는

승리,환희등을 상징하는 음색으로써 많이 활용되었다는 으로 미루어 볼 때

B부분의 선율이 무한한 행복을 원했던 오만한 마음에 한 조롱에 일종의

패러디 기법의 아이디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반복되는 fp의 다이나믹

역시 약올리는 듯한 제스쳐로 조롱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선율은 두 마디

단 의 짧은 이즈마다 쉼표를 통해 구분을 짓고 있으며 이는 많은 호흡을

필요로 하는 성악가를 배려하는 동시에 숨가쁜 고통의 상황을 더욱 극

으로 묘사하는 효과를 지닌다.Vii도 화음이 등장할 때마다 장조임에도 불

구하고 7음을 하향변화하여 감7화음으로 활용한 것은 A A‘부분과의 화성

통일성을 부여하고 비극 인 체 분 기에 상징 인 화음으로서 기능

하도록 하는 데에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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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6(29-31마디)

unendlichglücklich(무한한 행복)과 unendlichelend( 원한 불행)이 연

이어 나오는 부분에서는 효과 인 조를 해 버 딸림조의 같은 으뜸음

조인 e단조로의 조를 사용하고 있다.Unendlich( 원한)의 단어에서 2분

음표의 긴 음가를 사용하여 가사의 의미가 선율에 직 으로 반 되도록

하 으며 비록 조가 온음계 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바로 감7화

음을 등장시켜서 불행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도록 설정하 다.성악가는 두

단어의 조 인 의미가 짧은 시간 내에 모두 표 될 수 있도록 격한

환에 유의해야 하며 무 노골 으로 상반된 감정을 연이어 행여 경박해지

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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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7(39-43마디)

격정 인fff의 다이나믹으로 B부분은 마무리되며 다시 본래의 트 몰로 음

형에서 1연이 반복된다.A‘의 선율은 A부분과 동일한 리듬을 취하고 있으

나 음역이 높아져 성악가가 더욱 고조된 감정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

며 하행하는 방향성이 강조되어 망에 빠진 화자의 상태를 잘 표 해주고

있다.피아노의 베이스 음은 단순이 멜로디를 따라가는 것에서 첫 주의

동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변형되어 곡 체의 주요 주제동기를 강조함과 동

시에 수직 으로 다양한 성부의 움직임이 생기는 효과를 주어 음악 으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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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8(49-52마디)

앞서 반복을 통해 강조된 순차하행진행과 조 으로 도약하는 상행을 통해

climax를 형성하고 최고음인 Ab음에 Schmerzen(고통)을 배치하여 곡 체의

핵심 인 메세지가 명확하게 인식되도록 구성하 다.마지막의 tragen은

옥타 하행도약을 통해 종지하며 악곡에서 각 부분의 종지음정이 단3도

(14마디),완 5도(19-20,38-39마디)를 거쳐 결국에는 완 8도로 차

으로 확 되는 방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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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9(52-56마디)

후주는 주와 마찬가지로 진행되나 성악부의 마지막 음이 강한 종지감을

지닌 상태에서 마칠 수 있도록 52마디의 두 번째 음을 생략하 고 마지막

에 i도 화음을 한번 더 연주하여 악곡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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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hrBild(그녀의 상)

<시 해석>

IchstandindunkelnTräumen

Undstarrt'ihrBildnisan,

UnddasgeliebteAntlitz

Heimlichzulebenbegann.

UmihreLippenzogsich

EinLächelnwunderbar,

UndwievonWehmutstränen

ErglänzteihrAugenpaar.

AuchmeineTränenflossen

MirvondenWangenherab

Undach!ichkannesnichtglauben,

Dassichdichverlorenhab!

난 어두운 꿈속에 서 있네.

그리고 그녀의 상을 바라보네.

그러자 사랑하는 얼굴이

남몰래 살아 있기 시작하네.

그녀의 입술 주 로 떠오르는

기 인 미소 하나.

그리고 마치 비탄의 물로 찬 듯

그녀의 양 이 반짝이네.

내 물도

뺨에서 흘러내리네.

아!나는 믿을 수가 없네.

내가 잃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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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분석>

형식 마디 조성 Piano음형 박자,템포

A 1-14 (bb)-Bb

단음-선율과

unison-4성화

2분의2박자,

Lansam(느리게)
B 14-24 Gb

A‘ 24-36 (bb)-Bb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슬픔을 표 한 IhrBild는 꿈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본 뒤에 더욱더 슬픔에 빠진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청자가 특정

지어지지 않은 화자의 독백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서사 인 거리보다는

단순한 사건과 장면의 묘사 주의 시이다.1연과 3연은 화자가 꿈에서

그녀를 만나고 연인을 잃어버린 슬픔을 토해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2연은 그 꿈속에서의 그녀의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슈베르트는

화자-연인-화자의 이미지를 ABA의 구성으로 반 하여 3개의 연을 세도막

형식으로 구성하 으며 느린 템포에서 pp의 여린 다이나믹이 곡 체에

지배 으로 사용되어 그리움과 슬픔의 분 기가 잘 드러나도록 하 다.

이와 더불어 옥타 가 채 되지 않는 음역내에서 순차진행 주로 낭송조의

선율을 사용하여 선율 인 움직임보다는 화자의 진솔한 독백이 느껴지도록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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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0(1-6마디)

극도로 제된 두번의 Bb음으로 주가 완성된다.3음이 없어 단조인지

장조인지 조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으며 5음도 존재하지 않아 조에서는

어떠한 조성 인 악도 불가능 하다.완 8도의 색채 없는 음정은 공허함을

표 하며 이는 연인을 보게되는 배경이 ‘꿈’이라는 허상의 세계라는 과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화자의 공허한 마음을 동시에 상징 으로 암시해 다.

성악부의 독백이 시작되면 피아노는 반주나 화성이 없는 unison으로

노래선율을 같이 연주한다.낮은 음역을 통해 어두운 음색을 형성하고

완 음정만으로 공허함을 유지하고 있다.선율은 화성화는 되어있지 않으나

조표와 음계를 통해, 한 이후에 나올 장조와의 계를 통해 Bb단조를

원조로 의도하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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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1(9-12마디)

연인의 얼굴이 나타나는 장면에서 같은 으뜸음 조인 Bb장조로 조하여 밝

은 음색에서 선율이 나타나며 fauxbourdon형태의 성부진행(9마디)-4성화

(10마디)-6개성부로 구성된 풍부한 화음(11-12마디)으로 피아노의 음형과

짜임새가 진 으로 변형된다.사랑스러운 그녀의 얼굴이 되살아 나는 과

정을 단성부에서부터 풍부한 화성화로 짜임새가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묘

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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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2(15-18마디)

2연은 그녀의 입술에 미소가 흐르고 에서는 물이 고이는 모순된 장면

을 통해서 꿈속의 연인의 기묘한 모습과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슈

베르트는 입술에 미소가 형성되는 과정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음에서부

터 짜임새가 진 으로 형성되는 것을 통해 표 하고 있다.잔향과 어택

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조 부족한 2성부(15마디)에서 명확한 2성부(16마

디),그리고 속7화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17마디로 한마디씩 화음이 형성되

어 가고 있으며 앞에서의 명확하지 않은 화성진행은 Bb음을 축으로 하여

Gb장조로의 조를 수월하게 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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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3(19-22마디)

물로 빛나는 그녀의 을 묘사하는 장면에서는 앞서 미소를 표 하 던

이즈를 반복하여 Heine가 모순된 장면을 묘사하려 했던 의도를 하게

표 하 다.19마디의 Wehmutstränen(우울, 물)에서는 slur표기된 8분음표로

순차하행이 강조되어 통 으로 바로크시 사칼리아 샤콘느 등에서

사용되었던 라멘토 선율을 연상시킨다.베이스의 진행 역시 반음계 인

순차하행으로 표 되어 이 효과를 더욱 배가시키고 있다.22마디의 피아노

음형이 18마디와 동일하나 아티큘 이션의 차이를 통해 미묘한 변화를

주었음을 볼 수 있고 두 이즈가 조 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피아니스트는 이 변화가 잘 인식될 수 있도록 touch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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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4(23-24마디)

재 부에서는 앞서 단음으로 표 되었던 두번의 Bb음이 증6화음의 비기능

인 사용을 통하여 매우 극 으로 표 되고 있다.꿈과 같은 허상의 세계

를 표 하기 한 주의 음과는 달리 3연앞의 23-34마디의 두 화음은 이

제 꿈에서 실로,그녀의 모습에서 화자의 상황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

을 한다.따라서 더욱 비극 인 화자의 상태를 낮은 음역에서의 불 화

인 화음으로 표 하 으며 꾸 음 역할을 하는 16분음표를 통해 각각의 음

을 더욱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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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5(31-34마디)

악곡 체는 p 는pp에서 제된 감정으로 진행되나 마지막 문장인 Und

ach,ichkannesnichtglauben,dassichdichverlorenhab!(그 가

떠나버린 것을 나는 믿을 수 없네!)는 시 체를 요약 으로 나타내는

심문장임과 동시에 화자의 감정상태를 보여주는 주제이므로 f의 강한

다이나믹으로 표 하여 이곡의 climax가 되었다.슈베르트는 Heine시의

마지막 문장을 제하고 삭혔던 감정의 분출과 폭발로 해석하 으며 성악가는

악곡 체에서 응축된 표 이 마지막 문장에 집약 으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성량과 힘의 안배를 잘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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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6(34-36마디)

앞서 12-13마디에서 Bb장조로 나타난 간주가 후주로 활용되며,음악 으로

는 원래 의도했던 원조로의 종지를,문학 으로는 잠시 꿈속에서 희망을

가졌지만 그녀가 없는 실로 돌아와 믿지 못할 슬픔을 느끼는 화자의 궁

극 인 상태를 나타내기 해 같은 으뜸음 조인 Bb단조 상에서 끝맺음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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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asFischermädchen(고기잡이 아가씨)

<시 해석>

DuschönesFischermädchen,

TreibedenKahnansLand;

Kommzumirundsetzedichnieder,

Wirkosen,HandinHand.

LeganmeinHerzdeinKöpfchen

Undfürchtedichnichtzusehr;

Vertraustdudichdochsorglos

TäglichdemwildenMeer!

MeinHerzgleichtganzdemNeere,

HatSturmundEbbundFlut,

UndmancheschönePerle

InseinerTieferuht.

아름다운 고기잡이 소녀여,

거룻배를 육지로 몰고 가렴.

내게로 와 앉으렴.

우리는 서로 어루만지리,손에 손을 잡고

내 가슴에 네 조그만 머리를 얹으렴.

무 두려워하지 마.

맘 편히 마음을 털어놓으렴,

거친 바다를 향해 매일!

내 가슴은 소용돌이와 몹시 닮았고

거기엔 폭풍과 썰물과 물이 있단다.

그리고 아름다운 진주가 잔뜩

그 속 깊은 곳에서 쉬고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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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분석>

형식 마디 조성 Piano음형 박자,템포

주 1-7

Ab

barcarolle리듬의

chord반주

8분의6박자,

Etwasgeschwind

(조 빠르게)

A 8-23

간주 23-28 Ab-Cb

A′ 28-44 Cb

간주 44-49 Cb-Ab

A″ 49-65

Ab

후주 65-72

Heine의 귀향 8번째 시인 DasFischermädchen어부의 딸,혹은 고기잡

이 소녀로 번역되는 Fischermädchen에게 사랑스러운 말을 건네는 내용으로

앞서 언 된 곡들 과는 조 으로 밝고 희망찬 분 기를 내포하고 있다.

보통 빠르기의 8분의 6박자에서의 일 된 리듬의 반주형태는 barcarolle의

양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시의 체 인 배경인 고기잡이 배를 표 하

기 한 의도로 해석된다.피아노는 주로 반주역할에만 충실하여 가사로

달되는 사랑고백이 방해 받지 않도록 하 다.서사 인 거리나 극 인

반 을 포함하지 않는 내용의 시이기 때문에 세 개의 연을 모두 같은 선율

과 진행으로 하여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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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7(8-11마디)

도약과 순차,상행과 하행이 히 조합되어 운동감 있는 선율이 나타난다.

선율에 폭넓은 음역을 사용하고 있으며 반주는 화성변화나 음역이동이

최소화되어 선율이 부각되도록 돕고 있다.8마디 피아노 왼손에서 오른손의

G음과 부딪치는 Ab음이 등장하는데 이는 이후 반복되는 곳을 고려할 때

편집상의 실수로 보인다.갑작스런 불 화가 불필요한 악센트를 야기하지

않도록 음을 빼고 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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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18(13-20마디)

같은 가사가 반복될 때 화성진행과 선율의 방향은 유지한 채 음정을 확

하여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HandinHand(손에 손을 잡고)가 포함

된 이즈에서 짧은 동형진행 인 선율을 사용하여 가사 그리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38 -

악보 19(39-44마디)

같은 으뜸음조의 나란한 조인 Cb장조에서 동일한 선율로 2연이 진행되며

VertraustdudichdochsorglosTäglichdemwildenMeer.( 험한 바다

물결도 그 는 두려워할 것 없네)의 부분에서 높은 음역을 통해 고조된

분 기를 조성하고 있다.(A부분의 선율을 그 로 이조하면 이 의 32마디

에서 높은 Gb음이 등장해야 하지만 뒷부분을 부각시키기 해 옥타 아래로

선율을 바꾸었다.)40마디의 sorglos(두려움없는)을 강조하기 해 이 에

사용한 없는 4분음표와 16분음표 조합 형태의 리듬꼴을 사용하 고

wildenMeer(험한 바다)에서 높은 음역과 넓은 도약을 통해 가사를 직

으로 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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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0(65-72)

주와 같은 진행으로 후주가 진행된 뒤 형 인 꽉 찬 으뜸화음으로

종지한다.pp와 5음이 생략된 I도화음으로 여리게 시작한 악곡의 첫 부분

에서부터 각 부분마다 조 씩 다이나믹이 증가되어 마지막에는 충분한

확신을 지닌 mp정도의 셈여림을 보여주고 있다.AA’A‘‘의 일 된 형식이

단순한 반복과 나열이 아닌 시 화자가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는 과정으로

나타나야 하기에 피아노의 연주 역시 각부분의 셈여림 차이에 유의하여

확신에 차고 힘있는 후주로 마무리를 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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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ieStadt(도시)

<시 해석>

AmfernenHorizonte

Erscheint,wieeinNebelbild,

DieStadtmitihrenTürmen,

InAbenddämmrunggehüllt.

EinfeuchterWindzugkräuselt

DiegraueWasserbahn;

MittraurigemTakterudert

DerSchifferinmeinemKahn.

DieSonnehebtsichnocheinmal

LeuchtendvomBodenempor,

UndzeigtmirjeneStelle,

WoichdasLiebsteverlor.

멀리 지평선에

안개 낀 풍경처럼 나타나네

탑들이 선 도시가

녁노을에 휩싸여

축축한 바람 한 기가

잿빛 물길을 물결치게 하네

내 거룻배에서는 뱃사공이

슬 박자로 노를 젓네

태양은 한 번 더 솟아오르네

빛을 발하며 지로부터

그리고 나에게 그곳을 보여 주네

내가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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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분석>

형식 마디 조성 Piano음형 박자,템포

주 1-6

c

감7화음 분산화음

4분의3박자

mäßiggeschwind

A 7-14 음역의 4성부코랄

B 14-27 감7화음 분산화음

A‘ 28-35 음역의 4성부코랄

후주 35-40 감7화음 분산화음

3개의 연으로 구성된 이 시는 ‚귀향‘의 19번째 시로써 연인을 잃은 슬픔을

도시의 모습의 시각 인 심상을 이용하여 표 하고 있다.지평선과 지의

고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1,3연과 풍랑이 이는 나룻배를 묘사한 2연은 ABA

세 부분으로 음악을 구성하기에 하도록 되어있다.화성은 같은 화성에서

긴 시간 동안 머무르거나 화성 인 리듬의 단 를 길게 하여 체 으로

정 인 분 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화자의 심정이 직 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없이 도시와 뱃사공에게 감정을 이입하여 표 하는 시의 특징에

걸맞게 인상주의 인 음악 양식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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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1(1-4마디)

화음이 없는 C음 하나만으로 곡이 시작된다.화자의 공허한 심정을 표 하기

해 완 음정 는 단음을 사용하는 기법은 앞서 IhrBild의 주에서

언 한 바 있다.물결이나 안개 등의 유동 인 물체를 표 하는데 있어서

슈베르트는 트 몰로나 빠른 아르페지오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Die

Stadt에서의 32분음표 역시 시의 배경이 되는 안개 낀 도시와 바람 부는

강가를 잘 표 하고 있다.(앞서 분석한 DerAtlas에서의 트 몰로 역시

신화 속의 인물이 화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과는 동떨어진 부유하는

세계를 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C단조의 곡이나 C음을 포함하는

감7화음의 반복으로 조성 인 기능을 모호하게 하고 화성진행보다는 비극 인

색채를 강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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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2(7-10마디)

선율 인 움직임이 거의 없는 낭송조로 곡이 제시되며 피아노가 낮은 음역

에서 주 선율을 doubling하고 있다.(옥타 아래에서의 doubling을 통해

음색을 더욱 비극 이고 어둡게 표 하는 방법은 DerAtlas에서 설명한 바

있다.)음역이 좁고 순차진행 혹은 같은 음 주의 선율은 화자의 독백 인

성격을 강하게 해 과 동시에 Horizonte(지평선)의 가사를 묘사하는 효과도

지니고 있다.피아노는 낮은 음역에서만 나타나며 음역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화음을 집 치로 사용하여 어두운 음색이 극도로 강조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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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3(18-24마디)

주에 등장하 던 감7화음의 분산화음 음형이 B부분에 지배 으로 반복된다.

정 이고 순차상행 주 던 A의 선율에 반하여 B부분의 선율은 감7화음을

따라 도약하며 체 으로 하행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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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화음만으로 B부분 체를 표 하고 있으며 이는 화성 으로 정체된

느낌을 주어 처량하게(traurigen)노를 젓는 뱃사공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한다.감7화음은 구성음4개간의 음정간격이 동일하여 진행이 없이는 조

심을 지니지 않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는 graueWasserbahn(잿빛-회색 물결)을

표 하는 화음으로서 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반복에 따라 다이나믹이

커지거나 무 극 으로 가지 않도록 표기된 셈여림에 유의하여 연주하여야 한다.

악보24(27-35마디)

DieSonnehebtsichnocheinmal(다시 태양이 떠오르고)로 시작되는 3연은

음악 으로는 반복 재 되는 부분이나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 사랑하는 연인을

밝 다는 내용에 있어서 어두운 도시를 묘사한 1연과는 내용 으로 조 인

성격을 지닌다.



- 46 -

슈베르트는 첫 A의 주부분과 같은 간주와 페르마타로 재 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다이나믹의 비를 통해서 감정표 의 차이를 두었다.A‘의 선율은

A에 비해 더욱 도약과 방향 환이 많아 운동감이 강하며 피아노의 최상성부

역시 멜로디를 그 로 따라가지 않고 화성화 하여 음향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성악가는 A‘에서의 표 이 더욱 부각될 수 있도록 A에서의 다이나믹

(특히 고음에서의 ppp)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악보25(37-40마디)

후주는 주와 마찬가지로 이 곡 체에 반복 으로 사용된 음형에서 C음을

한번 더 연주함으로 마친다.화성 인 구성음간의 계질서가 없는 감7화음의

반복 인 사용 이후에 명확한 1도 화음이 아닌 하나의 단음만으로 마치면서

화성 으로 다소 열린 종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곡의 시작부분과 마찬가지로

화자의 공허하고 어두운 심정을 극 으로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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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mMeer(바닷가에서)

<시 해석>

DasMeererglänzteweithinaus

ImletztenAbendscheine;

WirsassenameinsamenFischerhaus,

Wirsassenstummundalleine.

DerNebelstieg,dasWasserschwoll,

DieMöwefloghinundwieder;

AusdeinenAugenliebevoll

FielendieTränennieder.

IchsahsiefallenaufdeineHand

UndbinaufsKniegesunken;

IchhabvondeinerweissenHand

DieTränenfortgetrunken.

SeitjenerStundeverzehrtsichmeinLeib,

DieSeelestirbtvorSehnen;

MichhatdasunglückselgeWeib

VergiftetmitihrenTränen.

바다가 멀리까지 반짝인다

마지막 녁놀 속에서

우리는 외딴 어부 집에 앉아 있네

우리는 말없이 외롭게 앉아 있네

안개가 솟고,물이 부풀고

이리 리 갈매기 날아다니네

의 에서는 사랑스럽게

물이 떨어져 내리네

네 손에 물이 떨어지는 걸 보고

나는 무릎을 꿇었네

의 하얀 손으로부터

나는 물을 마셨네

그때부터 내 몸은 야 어 갔네

혼은 그리움에 사무쳐 죽었네

불행한 여자가 나를

그녀의 물로 독살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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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분석>

형식 마디 조성 Piano음형 박자,템포

A

a 1-11 C 선율과 같은 리듬의 chord반주

2분의2박자,

sherlangsam

(느리게)

b 12-22 d-C Tremollo

B

a‘
‘

23-32 C 선율과 같은 리듬의 chord반주

b‘ 33-45 d-C Tremollo

불행한 소녀의 물을 통해서 슬픔을 공유하고 사랑을 느끼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시를 슈베르트는 두 부분으로 나 어 반복하고 각각의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 어 복합 인 2부형식으로 구성하 다.시의 체 형식을

반 했다기 보다는 앞부분 2개 연의 내용이 음악 으로 반 될 수 있도록

집 하고 뒷부분은 반복으로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느린 템포와 음역은

앞서의 곡들과 마찬가지로 슬 정서를 표 하는 효과 인 수단으로 사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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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26(1-6마디)

주에 나타난 두 번의 화음은 IhrBild의 23-34마디에서도 설명한 바 있는

증6화음의 비기능 인 활용방식인데 앞서의 곡과 마찬가지로 불행과 슬픔을

상징 으로 표 하는 화음으로서 사용되었다.pp의 여린 다이나믹에 sotovoce의

나타냄말까지 기보하여 saßenstumm(말없이 앉아)의 가사가 더욱 드러나도록

하 다.다소 고음이지만 아주 여리게 연주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강세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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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12-17마디)

안개가 피어오르고 도가 이는 부분에 이르러 반주음형은 트 몰로로

환된다.앞서 온음계 인 화성과선율만으로 진행된 부분에 반하여

반음계 인 조 화성진행,화성단음계에 의한 반음계를 포함한 선율을

보여주고 있다.물,안개등의 표 에 있어서 트 몰로가 활용되는 방식은

앞서 DieStadt의 악곡분석에서 설명한 바 있다.시에 있는 쉼표(,)는

음악에서도 쉼표를 통해 직 으로 반 되어 선율이 짧은 문장 단 로

끊어져 진행된다.갈매기가 이리 리 나는 모습은 짧은 단 로 변화는

화성 인 리듬과 wieder부분에서의 옥타 도약을 통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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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19-22마디)

시의 장면은 안개와 도가 이는 곳에서 사랑스런 그녀의 모습으로 을

옮겨간다.슈베르트는 이 심상을 극 으로 표 하기 해 격하게 반주

음형을 다시 바꾸고 pp의 여린 셈여림으로 돌아와 이 의 배경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하 다.FielendieTränennieder( 물이 아래로 떨어지네)의

장면이 21마디에서 반복 인 하행을 통해 묘사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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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39-45마디)

반복 재 의 마지막 부분으로써 Mich hat das unglückselge Weib

VergiftetmitihrenTränen(불행한 나의 연인이 물로 내 몸과 마음을

죽게 하 다.)라는 의미심장한 선언을 담고 있다.A부분에 비해 강한 다이

나믹과 높은 음역으로 주제문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Tränen( 물을 흘리다)의

핵심단어가 돈 꾸 음을 통해 한번 더 강조되고 있다.사라지듯 작아지는

후주는 주에서의 상징 인 화음을 반복하여 곡의 체 정서를 반 해주고

있다.2마디의 노래가 시작하기 비를 한 페르마타와 마지막 마디의

악곡의 모든 정서가 축 된 페르마타는 분명한 길이 페달의 차이를 두어

연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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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erDoppelgänger(분신)

<시 해석>

StillistdieNacht,esruhendieGassen,

IndiesemHausewohntemeinSchatz

SiehatschonlängstdieStadtverlassen,

DochstehtnochdasHausaufdemselbenPlatz.

DastehtaucheinMenschundstarrtindieHöhe,

UndringtdieHändevorSchmerzensgewalt;

Mirgraustes,wennichseinAntlitzsehe

DerMondzeigtmirmeineeigneGestalt.

DuDoppelgänger,dubleicherGeselle!

WasäffstdunachmeinLiebesleid,

DasmichgequältaufdieserStelle

SomancheNacht,inalterZeit?

밤은고요하고거리들은쉬고있네

이집에는내소 한사람이살았다네

그녀는이미오래 이도시를떠났건만

이집은여 히 같은곳에서있네

거기한남자 한서서공 을바라보네

격심한고통으로양손을마구비비네

그의얼굴을본나는공포에휩싸이네

달이내게나자신의모습을보여주는구나

도 갱어여, 창백한동료여!

는내사랑의고통을흉내내는가?

이곳에서나를괴롭히는고통을,

지난날,많은밤동안날괴롭혔던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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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분석>

형식 마디 조성 Piano음형 박자,템포

주 1-4

B

특정 음형이 없는

한마디 1개 chord.

4분의3박자,

Sehrlangsam

아주 느리게

A 5-14

A 15-24

A″ 25-33

A‴ 34-42

B 43-56 d#

후주 56-63 B

이 시는 HeinrichHeine의 ‘귀향’ 23번째 시로써 이별 이후의 애환을

Doppelgänger라는 소재를 통해환상 으로 그려내고 있다.독백조로 되어있는

시는 체 인 장면 묘사로부터 시작하여 구체 인 장소로 이동하며

1,2연의 불특정 다수를 청자로 한 화법과 달리 3연에서는 ‘ 다른 나

(Doppelgänger)’에게 말하는 화법을 사용하고 있다.슈베르트는 3개의 연을

3부로 입하는 단순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특정동기가 계속 으로 반복되는

독특한 형식을 사용하 는데 3연의 환에서 처음으로 조를 포함한 일 된

방향의 반음계 상행을 도입하여 형식 인 일탈과 회귀를 구성함과 동시에

시의 극 환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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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혹은 ‘분신’등으로 번역되는 Doppelgänger는 double의 의미

를 지닌 숫자 2에 어원을 두고 있다.곡 체에 걸쳐 반복되는 4음동기는

제목에 걸맞게 2마디로 구성된 단2도 하행 2음동기를 2도 간격으로 2개 연

결시켜서 만들어졌다.주제에는 Tonic,Dominant2개의 화음만 사용되었으

며, 한 각각의 화음에는 2개의 구성음만을 등장시키고 있다.2마디씩 끊

어 살펴보면 이 2음동기는 곡 체에 걸쳐서 총 22번 반복되며 조를 기

으로 2연까지 계속 으로 반복된다.1연에는 2개행이 끝날 때마다 2마디

씩 추가 인 마디로 phrase를 연장하 고 2연에는 가장 강조되는 증6화음

의 ff화음을 2번 모두 2마디로 연장하여 표 하 다.

악보 30(1-4)주제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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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라는 시간 배경,고요한 도시라는 장소 배경과 더불어 화자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표 하기 해 피아노의 음역(B1-D4)이 곡에 걸쳐

유지되고 있다.이에 반해 성악은 상 으로 폭넓은 13도(B3-G5)의 음역을

가지는데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직 (한 남자가 고통스럽게 힘껏

두 손을 비비는데)까지 차 으로 음역이 확 되는 설정을 취하고 있다.

(5～8마디=완 5도,9～12마디=단6도,25～28마디=장6도,29～3마디=완 8도)

음역은 다이내믹과도 한 련을 지니는데 경을 묘사하는 1연에서는

음폭의 변화없이 pp를 유지하지만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2연에서

부터는 음역의 이동과 더불어 진 인 세기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이는

이 시의 가장 극 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내 모습(Gestalt)에서 피아노의

fff와 함께 정 을 이룬다.

악보31(5-12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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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으로 음고의 변화가 고 독백조로 구성된 선율은 곡의 주요 심음

(원 조의 으뜸음은 Bminor이나 Dominant음이 화성 으로도 거의 모든

화음에 등장하며 선율 인 심음으로 작용하고 있다.)인 F#음에서 머무르며

가사를 낭송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하나의 문장은 쉼표를 통해 둘로 구분

되며 두 개의 행씩 묶여 하나의 8마디 이즈를 이룬다.

악보32(15-22마디)

앞부분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A′부분은 längst(오래 에)부분에 타음을

통한 강조,demselben(같은)부분의 돈 꾸 음을 통한 강조를 통해서 ‘그녀가

이미 오래 에 떠났지만 그 집은 그 로 남아있다’는 내용을 효과 으로

표 함과 동시에 음악 으로 반복에 따른 지루함을 피하고 통일성과 다양성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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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3(25-33마디)

그녀가 떠난 빈 집에 한 설명이 끝나고 고통스러워하는 한 남자에 한

묘사로 넘어가는 부분이 시작된다.F#음을 심으로 좁은 음역에서 머무르던

선율은 이제 음에서부터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차 으로 상행하는

움직임을 가지게 되며 다이나믹 한 서서히 cresc.되어 Schmerzensgewalt

(고통스럽게)가사에 이르러 높은 F#의 고음에서 ff의 강한 표 을 보여 다.

앞서 이즈 종지 때마다 피아노가 후반 2마디를 echo로 연주하 던 것에

반해 악곡의 후반부는 다음 이즈로 바로 연결되어 나타나며 호흡과

선율의 단 가 짧아져 박한 분 기를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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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4(43-56마디)

3연은 다른 자신에게 말을 거는 기이한 장면으로 표 되는데 그동안에

반복에서 벗어나 새로운 화성진행과 함께 조가 이루어진다. 이즈의

시작화음이 i도 화음에 처음으로 3음이 등장하여 변화를 암시하고 진 으로

짧아져왔던 이즈에 템표 변화(accel.)까디 더해져 효과가 배가된다.

심음인 F#을 공통음으로 취하는 조 에 5도권상으로 상당히 먼 거리를 지닌

d#단조로 조하며 피아노의 성부가 반음계 인 순차진행으로 분 기를

고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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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35(56-63마디)

후주는 다시 본래의 동기를 반복하는데 C음을 통해 N(네아폴리탄)화음을

사용하 고 이는 이 곡 체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subdominant기능으로써

반복 이고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곡의 형식에서 마지막 음까지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60마디에서의 부속화음을 통한 종지

역시 화성 인 변화를 한층 강화하며 음악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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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 론

슈베르트(FranzPeterSchubert)는 18세기 후반 이 후 서서히 싹터오던

독일 리트가 19세기 낭만주의 시 의 술가곡으로 발 하고 꽃피워지는데

있어서 심 인 역할을 한 선구자 인 술가곡 작곡가이다.슈베르트는

고 시 작곡가들로부터 이어져 온 독일 술가곡의 특징과 작곡기법 등

의 음악 특징들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만의 고유하고도 독창 인 술성을

재 해 내었다.

슈베르트의 <Schwanengesang>(백조의 노래)의 곡 Heine의 시에 의

한 6개의 가곡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 다.

슈베르트는 부분의 가곡에서 원시를 그 로 가사로 사용했지만,

DerAtlas에서는 제시- 개-재 의 음악 인 ABA식을 갖추고, 한 시의

화자(Altas)의 상황과 심정을 더욱더 강조,고조할 수 있도록 가사를 반복 으로

사용하 다.

IhrBild에서는 느린 템포를 가지고 pp의 여린 다이나믹을 곡 체에

지배 으로 사용하여,그리움과 슬픔의 분 기가 잘 드러나도록 표 해 내었다.

이와 더불어 한 옥타 가 안되는 음역 내에서 순차진행 주로 낭송조의

선율을 사용하여,선율 인 움직임보다는 화자의 진솔한 독백이 느껴지도록

설정하 다.

DasFischermädchen에서는 슈베르트가 보통 빠르기의 8분의 6박자에서의

일 된 리듬의 반주형태를 사용했는데 이는 시의 체 인 배경인 고기잡이

배를 표 하기 해서이다.따라서 슈베르트 가곡에서 피아노의 요한 역

할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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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tadt에서는 같은 화성에서 긴 시간 동안 머물고,화성 인 리듬의

단 를 길게 하여 체 으로 정 인 분 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화자의 심정이

직 으로 드러나는 부분 없이,도시와 뱃사공에게 감정을 이입하여 표

하는 시의 특징을 재 해내었다.

AmMeer에서는 앞에서의 곡들과 마찬가지로 느린 템포와 증 6화음,그리고

음역에서의 멜로디를 통하여 슬 정서를 효과 으로 표 하 다.

DerDoppelgänger에서는 특정동기가 계속 으로 반복되는 독특한 형식을

사용하 다.특히 3연의 환에서 처음으로 조를 포함한 일 된 방향의

반음계 상행을 도입하여 형식 인 일탈과 회귀를 구성함과 동시에 시의 극

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슈베르트 이 의 독일 술가곡은 체로 가사 그리기,혹은 강

세를 선율에 반 하는 수 에 그친데 반해,슈베르트는 다양한 음악 매

개 변수인 조성,화성,리듬,템포,다이나믹,음역,음형 등 다양한 음

악 요소들을 극 으로 활용하여 시의 음악 표 을 극 화했다. 한

타고난 그의 음악 재능뿐만 아니라,문학 인 시 해석 능력과 시인의 시

감상을 음악으로 동기부여하고 표 해 내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

<Schwanengesang>(백조의 노래)를 통해 살펴 본 란츠 페터 슈베르트

(FranzPeterSchubert)는 통 인 고 음악 색채에 낭만 인 작곡기법

을 더해,고 과 낭만을 아우르는 새로운 독일 낭만시 의 술가곡 음악

을 꽃 피운 작곡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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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Studyof

FranzPeterSchubert’s

<Schwanengesang>D.957

-OnSixSongsSettoPoemsofH.Heine-

Moon,hyun-ho

DepartmentofMusic(MajorinVocalMusic)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Schubert (Franz Peter Schubert, 1797-1828), who is the most popular 
German Lied composer in 19th century, composed the <Schwanengesang, 
D.957> in 1823. This work can be described as the finest song collec
tion with other two collections (i.e., <Die Schöne Müllerin> and <Wi
nterreise>). For the <Schwanengesang, D.957> , Schubert put melody o
n three poems by three different poets (i.e., Heinrich Freidrich Lud
wig Rellstab (1799-1860),  Christian Johann Heinrich Heine (1797-185
6), and Johann Gabriel Seidl (1804-1875)). In this paper, 6 songs wi
th the lyrics of Heine was studied.
The <Schwanengesang, D.957> was titled based on the western legend t
hat a swan only cries right before one's death. This titling may be 
decent for elaborate Schubert' last part of his life. Over 600 songs
 that he wrote in entire his life, this song can be the finale of hi
s works. In addition, the <Schwanengesang, D.957> strongly influence
d composer after romanticist. According to these facts, I think ever
yone who studies music should take at least one time to research the
 <Schwanengesang, D.957>.
In this paper, the life of Schubert and the characteristics of his s
ongs will be studied first. Then the life of poet Heine, the < Buch 
der Lieder (1827)> which includes the poet that has been us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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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wanengesang, D.957>, and the overall background of <Schwanenges
ang, D.957> will be studied. Additionally, the composition, rhythm, 
tempo of 6 songs with the lyrics of Heine will be understood. Especi
ally, how Schubert, who emphasize more on piano melody than other co
mposers, expressed the overall atmosphere of poets and each meaning 
of words will be researched.
 
Key words : Schubert, German Lied, Song Collections, 

Romanticist, Heine

StudentNumber:2012-21644


	논 문 목
	국문초록
	목차 및
	I. 서   론
	Ⅱ. 본    론
	1. 슈베르트의 생애와 작품
	2. 슈베르트 가곡의 특징
	2.1.  시
	2.2.  형식
	2.3.  음악적 특징

	3. 하인리히 하이네
	3.1. 하이네의 생애
	3.2. 노래의 책(Buch der Lieder)

	4. 백조의 노래(Schwanengesang)의 분석 연구
	4.1. 작곡 배경
	4.2. 시 해석 및 음악분석
	1) Der Atlas(아틀라스)
	2) Ihr Bild(그녀의 초상)
	3) Das Fischermdchen(고기잡이 아가씨)
	4) Die Stadt(도시)
	5) Am Meer(바닷가에서)
	6) Der Doppelgnger(분신)


	Ⅲ.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