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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에서는 스페인 음악이 널리 알려지는데 공헌한 대표적인 작곡가 의   Falla

많은 작품들 중에서 일곱 개의 스페인 민속가곡, ' '(Siete Canciones Populares 

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는 많은 작품을 통해 스페인의 민족주Españolas)' . Falla

의 발전에 힘썼으며 르네상스 이후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스페인 작곡가가 되었다, . 

 

일곱 개의 스페인 민속가곡 은 의 파 ' '(Siete Canciones Populares Españolas) Falla

리 유학기 말년인 년부터 년에 걸쳐 쓰여진 곡으로 스페인 가곡의 정수를 1914 1915 , 

보여주는 곡이다 대부분이 박자계의 춤곡으로 각 곡마다 스페인만의 독특한 리듬. 3

과 민족성이 풍부한 선율 그리고 화성을 사용하였다 스페인의 다른 작곡가들이 민, . 

속음악을 그대로 모방한 것과는 달리 는 민속음악을 소재로 근대적 기법에 의Falla

해 예술적으로 편곡하여 정서적 분위기를 더욱 잘 살려냈다 뿐만 아니라 드뷔시의 . 

인상주의 음악의 영향을 받아 신비롭고 모호한 음색과 애매한 조성 등 프랑스 음악

의 특징도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이 곡의 배경이 되는 스페인이라는 나라와 스페인 문화 그리고 스 , 

페인의 음악 역사에 대해 살펴본 후 의 생애와 음악적 특징을 바탕으로 일곱, Falla '

개의 스페인 민속가곡 의 작곡기법을 살'(Siete Cancio cdnes Populares Españolas)'

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곡에서 사용되어진 스페인의 리듬이나 선법 선율을 분석하. , 

고 가사에 의한 음악적 표현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주요어 마누엘 드 파야 스페인 음악 민속음악 민족주의: , , , 

학  번 : 2012-2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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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음악은 낭만주의 음악으로 독일 이탈리아 프  19 , , 

랑스 국이 주도하고 있었다 스페인에서도 이탈리아와 프랑스 오페라나 오페레타3 . 

의 모방이나 수입이 스페인 음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낭만주의 후. 

기에 접어들면서 작곡가들이 그들만의 독창적인 음악을 표현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를 위해 민족적이고 국민적인 음악의 요소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세기, 19

에 나타난 민족주의 음악이다 민족주의의 발단은 세기 유럽의 시민혁명 단계로 . 19

거슬러 올라가 자본주의 성장에 의해 봉건적인 벽이 무너지고 경제의 단일시장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경제주도권을 쥔 부르주아가 민족을 정치적 통. 

일체로 단일화시키려는 상황에 대응하여 민족주의적인 예술들이 전개되었는데 이, 

러한 영향으로 음악에서도 민족주의적 이념이 등장한 것이다 세기 낭만파 음악. 19

의 조류 속에서도 유럽 동구권과 러시아는 당시 중부유럽 음악의 영향과 지배를 받

아 민족적 음악양식을 확립하지는 못했는데 년 이후에는 이 나라들을 중심으, 1860

로 민족주의 양식이 확립되었으며 이에 스페인에서도 민족주의가 시작되었다고 한

다.

스페인의 민족주의는 스페인 민요와 문화를 바탕으로 스페인 악파와 스페인 국민 

주의 음악의 초석을 다져놓은 로부터 시작되었다 스페인Felipe Pedrell(1841-1922) . 

은 아랍음악의 잔재가 남아있었고 세기 이후로는 중부 유럽의 고전음악과 낭만주16

의의 전통에 영향을 받아 세기에 이르러서도 자국의 고유한 민족적 양식을 확립19

하지 못하고 있었다.1) 은 이런 음악적 상황을 타개하여 근원적 가치를 지닌  Pedrell

근대적인 민족악파를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그는 훌륭한 스승으로서 젊은 학. 

도들에게 스페인의 소멸되어가는 전통음악을 재생시키라고 가르쳤고 자신 또한 스, 

페인의 전역을 여행하며 전통 민속 음악들을 수집하였다 그 이후 세계적으로 명성. 

을 얻은 민족주의 작곡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민속무용을 음악에 많이 도입하였고 피

아노곡을 많이 작곡하였던 현대 스페인 음악의 창시자로Enrique Granados(1876-1946), 

서 스페인의 리듬과 하모니를 사용하여 독특한 음악을 만든 Isaac Albeniz(1860-1916) , 

그리고 가 바로 스페인 민족주의 작곡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중부Falla . 

유럽 중심의 음악에 스페인 고유의 민속 음악적 요소를 도입하여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의 수준을 끌어올렸다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어질 일곱 개의 스페인 민속가곡. '

1)김진균 , 서양음악사 서울 태림출판사, ; , 1996, p.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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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작곡한 는 관현악법에서 뛰어난 수'(Siete Canciones Populares Españolas)' Falla

완을 발휘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을 만들어내어 스페인 국민악파 음악의 정점

을 구축하였다 민족주의 사상은 독일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의 민족음악에도 독자. 

적인 예술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아울러 현대 음

악에 다양성을 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의 일곱 개의 스페인 민속가곡 Falla ' '(Siete Canciones 

은 스페인 각 지방에서 불리어졌던 짧은 민요들을 바탕으로 Populares Españolas)'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스페인 가곡의 정수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곡은 그가 . 

수집한 스페인 민요 선율에 프랑스적인 화성법을 더한 피아노 반주가 곁들어진 예

술가곡이다 이 가곡집은 스페인 특유의 선율과 리듬을 잘 담아내고 있으며 낭만적. 

인 멜로디가 처음 듣는 사람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성을 지니고 있다. 

의 일곱 개의 스페인 민속가곡 은 다 Falla ' '(Siete Canciones Populares Españolas)'

음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있다.

1. El paño moruno 

2. Seguidilla murciana

3. Asturiana 

4. Jota 

5. Nana 

6. Cancion 

7. Polo 

이 중 곡은 무곡 양식을 겸하고 있는 노래들이다 특히 는 우리에게  1, 2, 4, 7 . Polo

익숙한 플라멩고에 속하는 노래로 집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곡들은 번째 곡. 5

인 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랑의 기쁨과 슬픔 한을 표현하고 있다Nana , . 

본 논문에서는 보다 더 좋은 연주를 위해 우선 작곡자와 곡의 배경이 되는 스페인 

에 대해 알아보고 스페인의 음악의 역사와 배경 그리고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 . 

아울러 가사와 악곡분석을 통하여 일곱 개의 스페인 민속가곡' '(Siete Canciones 

의 해석 및 성악적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Populares Espanolas)'

구함으로서 작품의 보다 학구적인 연주를 위한 디딤돌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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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스페인 음악 개관. : Ⅰ

  

스페인의 역사적 배경1. 

 

역사적으로 스페인은 고대에는 페니키아와 그리스가 지배하였으며 세기에  , B.C 3

로마의 지배로 로마화가 되었다 세기에는 비시고트 왕국이 이베리아를 장악하는. 4

데 그들은 단일한 통일 왕국을 지배하는 로마의 상속인들이었다 그들은 스페인에 . 

로마 가톨릭의 단일한 종교를 가져다주었으며 그 이후 로마 가톨릭 신앙은 국가 그 

자체로 동일시되었다 하지만 세기에 북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이슬람 세력인 무. 8

어 족이 지배한 남쪽과 지배하지 못한 기독교의 북쪽이 공존하면서 그리스도(Moor)

교 문화와 아랍계 무어족의 이슬람문화가 현재의 동서양이 결합된 스페인의 특유 

문화로 형성되게 된다 그리고 이후 세기 말에 기독교 세력이 무어족을 몰아내고 . 15

이베리아 반도는 통일을 이루었다 이러한 환경과 자연조건으로 인해 스페인 문화. 

가 보다 더 다양해지고 스페인만의 문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였다.2)

스페인은 지중해와 대서양을 잇는 관문의 역할을 함으로써 여러 나라에서 흘러들 

어온 다채로운 문화유산을 골고루 간직하고 있다 그로인해 국가의 남부지역과 북. 

부지역을 사이로 역사와 문화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 지방마다의 독특한 색

채를 가지고 있다 카탈루니아 지방은 프랑스 문화가 짙으며 북쪽지방인 갈리시아. 

는 켈트족의 색이 강하게 남아있다 남쪽지방인 무르시아와 안달루시아는 아랍무어. 

족의 지배로 인해 아랍적인 성격이 강하고 수도인 마드리드 지역은 이 모든 문화, 

와 로마시대 문화까지 합쳐져 혼합적인 색채를 나타내고 있다.

스페인 음악의 흐름 2. 

 

스페인은 지중해 문명의 서부 발상지에 위치하여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 , , , 

카 대륙의 여러 나라와 교류하며 문화를 받아들였고 일찍이 여러 개의 왕국으로 , 

분할되어 각기 독자적인 전통과 지방색 방언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음악에도 반영되, . 

2)Nico, Castel, A Singer's Manual of Spanish Lyric Diction, New York; Ercalibur Pub, 1994,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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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서구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성과 다채로움을 갖추고 있다, .3) 

민속음악 이란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백성들이 즐겼던 음악으로 상류 (Folk Music) , 

층이나 특권계급들이 즐겼던 예술음악 과는 대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Art Music)

다.4) 오늘날 널리 알려져 있는 스페인 민속음악으로는 안달루시아 지방의 플라멩코 

가 있으나 그와는 또 다른 민속음악도 각 지방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아라곤 지방의 호타 카스틸랴 지방의 세기딜랴 카탈루냐 . (jota), (seguidilla), 

지방의 사르다나 갈라시아 지방의 알랄라 등이 그중에서도 대표적(sardana), (alalá) 

인 것이라 하겠다 스페인 민속음악의 생기 넘치는 리듬과 관능적이고 정서적인 아. 

름다운 멜로디는 많은 작곡가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또한 스페인의 예술음. 

악은 풍부한 민속음악을 배경으로 하여 최근 음악사학의 발전과 함께 독창성이나 

미적 가치와 더불어 재평가 받고 있으며 여러 나라의 음악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스페인 음악은 세기 무렵 서고트 왕조 시대에 형성된 독특한 그리스도교 성가6 7∼

로부터 시작된다 모사라베 성가 라고 하는 이 전례용 노래는 . canto mozárabe＜ ＞

독자적인 전통에 입각한 것으로서 아라비아인의 이베리아 반도 지배 아래에서도 , 

많은 신도들에 의해 지켜졌으며 세기 무렵 로마 교회 세력에 의해 쇠망하기까지 , 11

널리 불려졌다 중세 후기에는 종교음악이 서구의 여러 다른 나라들과 혼합될 만큼. 

의 발달하였고 각 지방에 우수한 성가의 전통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프랑스로부터, . 

의 영향이 분명하지만 스페인의 독자적인 요소도 존재한다 세기에는 파리의 노, . 12

트르담악파에 영향을 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악파가 생겨났으며 카리스트의 , 《

사본 에 당시의 음악이 전해진다 세기에 편찬된 라스 벨가스의 사본 . 14 Codex 》 《

과 몬세라트의 붉은 책 은 단성de las Huelgas Llibre vermell de Montserrat>>》 《

성가에서부터 초기 다성성가의 발전뿐만 아니라 카탈루니아어권의 세속음악을 포함

하고 있다 또 종교음악은 아니지만 세기 알폰소 세 재위 에 의해 발. , 13 10 ( 1252 82)∼

간된 성모 마리아의 노래 는 당시의 단선율 가곡이 Cantigas de Santa Maria《 》

여곡이나 수록된 중요한 모음집이다400 .

르네상스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껏 많이 작곡되었던 종교적인 음악 대신 성 

악곡이나 기악곡이 많이 작곡되었다 스페인 음악은 세기에 황금기를 맞이하는데. 16 ,  

이 시기에는 특히 파트송과 독창곡을 비롯하여 많은 작품들이 작곡되었다 독창곡 . 

형식은 주로 후렴이 달린 비안시코 와 한 행이 음절로 구성되어 주로 (Villancico) 8 4

3)장준영, 의 연주법 연구 민속음악적 특징을 중심으로Falla <Siete Canciones Populares Españolas> :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2012, p.7

4)박일우 , 서유럽 민속음악과 춤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 2001,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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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으로 이루어진 로망스 가 있다 세기에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영( Romance) . 17-18

향으로 스페인에서도 극장음악이 큰 인기를 얻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극. 

음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스페인 서민들이 즐기던 스페인의 오페라 부파, 

라고 할 수있는 토나디아 와 펠리프 세의 사르수엘라궁에 모인 희극배우(Tonadilla) 4

와 음악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페인식 오페레타인 사르수엘라 로 구분된(Zarsuela)

다 이 두 가지 극음악은 스페인 성악곡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진다. . 

이후 스페인 민족음악은 작곡가 의 민요수집과 이것을 통한 창작에  Felipe Pedrell

의해 발전되었다 그는 작곡의 소재를 철저하게 전통적인 음악에 기반하였는데 이. , 

처럼 민속소재를 예술음악 으로 변형하는 것은 세기 말과 세기 초 프랑스 음“ ” 19 20

악의 화두였던 모호한 화성과 반음계적 진행 온음음계와 선법의 사용에서 기인한 , 

것이다 이러한 의 의지를 계승하여 국민악파를 확립시킨 것이 그의 제자였. Pedrell

던 카탈루니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와 였다 이들은 중Albeniz Granados . 

부유럽 중심의 음악에 스페인 고유의 민속 음악적 요소를 도입하여 스페인 민족주

의 음악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또한 안달루시아 출신의 파야는 이들을 따라 . 

에스파냐 고유의 음악과 색채적 관현악 음악을 연구한 뒤 현대적이고도 비구상적인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표현하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을 만들어내어 스페인 국

민악파 음악을 정점에 올려놓았다 낭만주의의 연속선상에 있었던 유럽에서 이러한 . 

민족주의 음악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스페인 음악을 여러 유럽 국가에 ,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스페인 음악은 세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르. 20

네상스라고 할 만큼 성황을 이루었다.

스페인 음악의 특징 3. 

스페인은 지중해와 대서양을 잇는 관문의 역할을 함으로서 여러 나라에서 흘러  

들어온 다채로운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영향은 음악에도 반영. 

되어 스페인 민속음악에는 선율과 음계 리듬 연주법에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으, , 

며 다채로움을 갖추고 있다.5) 특히 스페인만의 생기 넘치는 리듬과 정열적이면서 

도 서정적인 멜로디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 굉장히 풍부하여 많은 작곡가들의 

작품의 소재로 사용되어졌다 스페인 민속음악의 특징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 

다.

5)Martin Cunningham & Arcadio Palac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Musicians, London;
  Macmillan Press Ltd, 1980, Vol.24, p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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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 1)  

스페인의 선율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스페인 음악 선율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멜리스마 적 “ ”

인요소이다 멜리스마는 가사 한 음절에 여러 음으로 길게 장식하여 부르는 노래 . 

창법인데 주로 이탈리아 오페라에서 선율의 흐름을 고려하여 기교적인 것으로 사, 

용된 것과는 달리 스페인의 멜리스마는 즉흥적이며 꾸밈음에 가깝다 이것은 스페. 

인의 각 지방에서 발달한 춤의 반주에 사용된 탬버린의 흔들림이나 캐스터네츠의 

소리를 모방한 것으로 스페인 특유의 음악을 강조한다.6) 이후에 다룰  Manuel de 

의 가곡 에서도 이러한 멜리스마를 Falla Siete Canciones Populares Españolas《 》

이 찾아볼 수 있다. 

스페인 음악의 선율적 특징 중 또 하나는 제한된 음역 이다 도를 넘지 않는 “ ” . 6

음역과 둘 셋 또는 개의 음들로 구성되어 상행 하행 형태로 선율이 만들어지는 , 4 , 

것이다 이러한 노래는 하나의 짧은 반복 형태나 두 형태를 교대로 하여 나타난. 

다. 

마지막으로는 꾸밈음의 사용 을 스페인 음악의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스페“ ” . 

인 음악에서는 주로 프레이즈의 끝과 프레이즈의 사이사이에 빠른 꾸밈음을 넣어 

장식한다.7) 이는 의 가곡  Manuel de Falla Siete Canciones Populares Española《

의 마지막 곡인 에서 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미레도s Polo , ‘ ’》 『 』

로 끝날 수도 있는 프레이즈를 미 레미레 도 와 같이 중간부분의 음을 빠른 꾸밈‘ / / ’

음으로 장식하여 스페인적인 느낌을 강조한다.8) 

음계2)  

  

스페인의 음계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랍 음계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  . 

랍에서는 그리스의 음계를 기원으로 하여 선법에 기초하는 의 종지A G F E→ → →

를 갖는 음계를 사용하였는데 스페인 또한 이런 아랍 음악에 영향을 받아 선법을 , 

사용하였다.9) 스페인 민속음악에서 주로 쓰이는 음계는 프리지아 선법 “ (Phrygian 

이다 프리지아 선법은 장조 단조가 아닌 미음을 으뜸으로 하는 선법이mode)” . , ‘ ’

6)안영옥 , 스페인 문화의 이해,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사 ; , 2000, p241

7)김민숙 , 스페인 음악의 특징과 어법 그리고 주법 서울 음악춘추사, , ; , 1995, p.35

8)김종만 역, 스페인 음악의 즐거움,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 1988, p.19

9)김진영, 의 에 관한 연구Manuel de Falla <Suite populaire Espagnole d'aprés Siete Populares Españolas>
서울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2006,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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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리지아 선법은 지중해 연안 일대에서부터 인도나 동남아시아까지도 널리 사. 

용되어진 것으로 보아 오직 스페인만의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서유럽 

중에서 가장 또렷이 프리지아 선법이 남아있는 나라는 오직 스페인뿐이다.10) 스페 

인 음악에서는 각 지방에 전해져 내려오는 자장가 무곡 노동가 등 오래된 민요, , 

뿐만 아니라 무곡인 플라멩고에서도 프리지아 선법의 선율이 나타난다.11) 이렇듯  

프리지아 선법을 선율 안에 사용함으로써 스페인 민속음악은 애조를 띄고 호소력

이 짙은 음악을 만들어 냈으며 이는 스페인만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음악을 나타

냈다 모든 스페인 음악에서 이 선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음악에서 . 

이 선법을 사용함으로서 듣는 이에게 신비로움을 주며 억제된 정열과 함께 호소

력이 강한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12)    

 

리듬   3) 

음악적 요소 가운데 가장 스페인적인 특징이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리듬이다  . 

외국 작곡가들이 자신의 작품 속에 스페인적인 요소를 첨가하려고 할 때에도 독

특한 율동감과 박절감을 가진 스페인 리듬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용한다.13) 스 

페인 음악에서의 리듬은 선율을 보조하는 요소가 아니라 리듬 자체가 더 주요한 , 

요소가 되며 음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스페인의 가장 특징적인 리듬은 겹 박 리. 3

듬과 박이나 박 계통의 리듬을 혼합한 헤미올라 이다3 2 (Hemiola) .14) 스페인의 리듬 

은 스페인의 민속춤 판당고와 볼레로에 가장 잘 나타난다 판당고는 스페인의 남. 

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춤이자 음악이다 세기 초에 발생하였으며 빠르거나 보통 . 18

속도의 박자이다 년 가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에서 판당고의 선율을 3 . 1786 Mozrt [ ]

썼으며 근대에는 등이 그들의 작품 속에 이를 많이 도입하고 있, Granados, Falla 

다 볼레로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스페인권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의 향수를 느끼. 

게 하고 고향에 두고 온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열정 쓰라림 심지어는 , 

증오까지도 연상하게 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춤으로 알려져 있다 스페. 

인의 카즈티아 지방인 세기디아에서 세기 경 처음 만들어져 추기 시작하였다는 18

볼레로는 날다 를 의미하여 경쾌하고 나는 듯한 동작에서 이름이 붙여졌‘Volar( )’

10)안영옥, 스페인 문화의 이해 서울 고려대학교출판사, ; , 2000, p.24
11)Nettle Bruno, 서양의 민속음악 서울 삼호출판사, ; , 1998, p.164

12)장준영, 의 연주법 연구 민속음악적 특징을 중심으로Falla <Siete Canciones Populares Españolas> : ,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2012, p.10

13)김종만 역, 스페인 음악의 즐거움,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 1988, p.20

14)김진영, 의 에 관한 연구Manuel de Falla <Suite populaire Espagnole d'aprés Siete Populares Españolas>
서울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2006,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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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플라멩고에서 유래되어 이후에는 독립적인 계보를 가지면서 음악에 영향을 끼. 

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전파된 춤으

로 손꼽힌다 또한 볼레로는 쿠바와 푸에트리코에서 다듬어지고 변형되어져 오늘. 

날의 볼레로 리듬이 탄생되었다고 한다 쇼팽이 볼레로를 보고 년 볼레로. 1833 < >

라는 작품을 남겼으며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한 볼레로는 년 라벨이 작곡한 , 1927

볼레로 를 비롯하여 많은 작곡가들에게 음악적인 영향을 주었다< > .15) 또 다른 스 

페인 민속음악의 특징적인 리듬에는 피아노가 왼손과 오른손을 교대로 치는 형태

가 있는데 이는 스페인의 춤에서 발 굴림과 손뼉을 번갈아 치면서 장단을 맞추는 , 

데에서 비롯된 교차리듬이다 또한 변칙적인 악센트가 많다는 것도 스페인 민속음. 

악 리듬의 특징이다 변칙적인 악센트는 당김음을 사용하여 강박의 위치가 바뀐 . 

리듬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16)

박자4) 

스페인의 춤이 대부분 박자이기 때문에 박자로 계통의 곡이 많다 느린 곡은  3 3 . 

박자를 사용하고 빠른 곡은 박자 박자 박자를 사용한다3/4 , 3/8 , 6/8 , 9/8 .

 

스페인 음악의 지역별 특성4. 

스페인은 개의 자치지방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속에는 개의 주가 포함되어   17 50

있으며 자치도시가 개 있다 자치지방은 안달루시아 카탈루냐 마드리드 바스크2 . , , , , 

나바라 아라곤 카스티야 이 레온 카스티야 라만차 발렌시아 칸타브리아 무르, , , , , , 

시아 아스투리아스 에스트레 마두라 갈리시아 라리오하까지 개와 이베리아 , , , , 15

반도 밖의 지중해에 있는 발레아레스 제도와 대서양의 아프리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카나리아 제도까지 더하여 총 개로 구성된다 또한 지브롤터 해협의 아프17 . 

리카 북단 지중해 연안에는 두 개의 스페인령의 자치도시인 멜리야 와 세(Mellia)

우타 가 있다(Ceuta) .17)

본 논문에서는 개의 지역을 모두 다루지 않고 일곱 개의 스페인 민요모음곡 17 ‘

15)장준영, 의 연주법 연구 민속음악적 특징을 중심으로Falla <Siete Canciones Populares Españolas> :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 2012, p.20

16)강주희, 의 연구 스페인 민속음악적 측면에서Manuel de Falla <Siete Canciones Populares Españolas> : ,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 , 2004, p.14

17) 마상영 , 스페인 문화 예술의 산책 서울 청동거울, ; , 2000,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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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난 무르시아 아스투리아스 아라곤(Siete canciones populares Españolas) , , , 

안달루시아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안달루시아(1) (Andalucia)

안달루시아는 스페인의 지역들 중에서 노래와 리듬이 가장 잘 알려진 곳이며   

가장 독특한 스페인 정서를 담고 있다 중세에 가장 오랫동안 아랍인들의 지배를 . 

받았던 안달루시아는 음악과 춤 악기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아랍음악의 영향을 , , 

받았으며 스페인 민속음악의 전통이 가장 많이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다 스페인, . 

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겨울과 봄은 따뜻하지만 여름에는 산악지대를 , 

제외하고 매우 무더운 기후가 나타난다 의 고향이기도 한 안달루시아 지방. Falla

의 민속음악은 파야의 손길을 거쳐 더욱 세련되어진 화성 리듬 멜로디로 새롭게 , , 

태어났다.18) 특히 가 작곡한 에 나오는  Falla ‘Siete canciones populares Españolas’

개의 민속음악 중 다수의 곡은 안달루시아 지방 민속음악의 영향을 받았다7 . 

외에 안달루시아 지방의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Falla Joaquín Turin), Eduardo 

등이 있다Ocón .

18) 김혜자 , 스페인 음악의 역사, 서울 음연; , 1990,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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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① 

안달루시아는 비잔틴 성가로부터 유래된 레시타티보 양식과 멜리스마적 성향 화 , 

려한 선율상의 장식이나 꾸밈음과 같은 음악적 특징을 가진다 안달루시아 민속음. 

악 발전의 주요 세 가지 요인으로 초기 비잔틴 성가의 특징적 요소들과 아랍 회

교도의 침입과 정복 그리고 안달루시아에 정착한 수많은 집시 집단의 이주를 언, 

급한바 있다.19) 많은 장식음들로 구성된 마디가 없는 구조를 가진 레시타티보의  

선율과 선율의 음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 도의 음정은 아랍음악의 전형적인 특2

징이다. 

춤과 무곡② 

오랜 역사동안 끊임없는 외부의 침략과 지배 속에서 스페인 사람들은 춤을 통하 

여 자신들의 한을 승화시키고자 했다 그 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잘 알려진 . 

플라멩고 는 안달루시아 지방의 가장 큰 유산이다 세기 안달루시아‘ (Flamenge)' . 16

에 정착한 집시들이 안달루시아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 플라멩고라는 새롭고 독특

한 양식을 만들어 냈다 이것이 안달루시아 지방 민속음악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 

아니지만 많은 민속음악이 플라멩고의 영향을 받았으며 반대로 플라멩고화된 음, 

악도 안달루시아 민속음악에 영향을 주었다.20) 플라멩고 음악은 장조와 단조 그리 

고 장음계와 단음계를 가진 프리지아 선법이 교대로 나타나며 프리지아 종지와 , 

당김음의 리듬이 많다는 데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플라멩고는 여러 종. 

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독특한 것이 칸테 혼도 이다 속 , ’ (Cante jondo)‘ . ’

깊은 노래 라는 뜻을 담은 칸테 혼도는 집시들 사이에서 불려지던 오래된 민요를 ‘ 

바탕으로 인생의 비극을 강조한 서정적이고 깊은 슬픔을 띤 노래이다21).  

이외에도 플라멩고의 종류에는 플라멩고의 노래라는 뜻을 가진 칸테 플라멩고 ’

밝고 경쾌한 노래로 대부분 무용을 동반하는 작은 노래라는 (Cante Flamengo)', 

뜻의 칸테 치코 칸테 혼도와 칸테 치코의 중간분위기의 노래인 ‘ (Cante Chico)', ’

칸테 인테미디오 가 있다 플라멩고 무곡의 대표적 리듬은 하바(Cante Intemedio)‘ . ’

네라 이며 복합리듬인 헤미올라 도 주로 쓰인다(Habanera)‘ ’ (Hemiola)' .22) 

19) Marion Bauer. Twentieth Century Music, 서울 음악춘추사 ; , 1997, p.24
20) J.B. Trend, Manuel de Falla and Spanish Music, New york; Alfred A, knopf, 1929, p.20 

21) Nettle Bruno, 서양의 민속음악 서울 삼호출판사, ; , 1998, p.37
22) 강주희 의 연구, Manuel de Falla <Siete Canciones Populares Españolas> ,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  

 2004,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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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시아2) (Murcia)

이베리아 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무르시아는 이슬람문화와 무어인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으며 그 영향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쥴. 

리앙 깔보 가 있다(Julian Calvo) .

음악 ① 

무르시아 지방은 서쪽의 안달루시아와 동쪽의 발렌시아 민속음악을 연결하는 역할 

을 하며 이 지역의 음악들은 대부분 간단한 멜로디와 장조로 이루어진 박자 곡들3

이 많다 파야의  의 번째 곡인 자장. ‘Siete canciones populares Españolas’ 5 'Nana(

가 가 무르시아 지방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대표적인 박자의 자장가이다)‘ 3 . 

춤과 무곡 ② 

무르시아의 춤은 빠르고 경쾌한 리듬으로 되어있다 이곳의 대표적인 춤은 무르시 . ‘

아나 로 안달루시아의 대표적 무곡인 판당고 의 일조이다 판당고는 플라(Murciana)' ‘ ’ . 

멩고의 일종으로 아라곤 지방의 호타와 비슷하지만 그에 비해 길이가 자유롭고 화, 

음이 다양하다 판당고는 판당고 그란데 와 판당고 치코. ‘ (Fandango Grande)' '

로 나뉘며 지방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달랐는데 무르시아에서는 (Fandango Chico)'

무르시아나 라고 불렸다‘ (Murciana)’ .23) 

아스투리아스3) (Asturias)

갈리시아 바로 동쪽에 위치한 아스투리아스는 스페인의 가장 북쪽 해안에 위치하 

고 있다 이 지역은 산맥이 삼면을 둘러싸고 북쪽으로는 바다가 있어 스페인의 나. 

머지 지역과 분리되어 지역만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음악 ① 

아스투리아스의 대표적 노래는 원 안에서 움직인다 라는 뜻을 가진 히라디야 ‘ ’ 

가 있는데 이 곡은 원안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거나 한 멜로디를 계속 (Giraldilla)

반복하면서 노래한다 혹은 같은 진행의 후렴구를 멜로디로 하여 리듬을 더 강조하. 

23) Willi Apel, Harvard Dictionary of Music,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p.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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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빠른 박자를 사용하여 노래하기도 한다. 

춤과 무곡 ② 

아스투리아스 지방에는 종교적 의식의 춤이 특히 많았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 . 

은 제사 의식에 사용된 춤으로 명의 남자와 명의 여자로 구성되어 춤을 추는  4 8

페리코테 라는 구애의 춤이 있다‘ (Pericote)’ . 

그리고 아스투리아스의 민속음악에서 중요한 것으로 단짜 프리마 ‘ (Danza Prima)’

가 있다 이는 기독교 시대가 시작되기 전의 종교의식에서 사용된 공동체 춤으로 . 

그 역사가 굉장히 깊다 민속음악을 반주로 하여 남녀 두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춤. 

을 추는데 이 때 노래의 모든 첫 소절에는 라는 외침이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의 Ay! . 

선창 끝에는 종교적인 내용의 코러스가 이어진다.24) 

아라곤4) (Aragon)

 

스페인의 북동쪽 바스크 지역과 카탈로니아 지역 사이에 위치한 아라곤은 북쪽으 

로는 피레네 산맥 남서쪽으로는 메세타 고원이 둘러싸고 있는 이베리아 산맥의 산, 

지에 걸쳐있으며 남동부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 뻗은 카탈로니아 산맥과 경계를 이

룬다 아라곤은 바다와 닿아 있지 않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만의 강건함과 . , 

밝은 가락이 음악에 잘 나타나 있다. 

음악 ① 

아라곤 지방은 스페인 전체의 음악적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선율은 대 . 

부분 세 네 개의 음들이 상 하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도를 넘지 않고 박자 , 6 3

계통의 장식적인 음들을 많이 사용한다.25)

춤과 무곡 ② 

아라곤은 스페인의 대표적인 민속무곡인 호타 로 유명한 지역이다 이는 호타  (Jota) . 

아르고네사 라고도 하는데 호타는 강한 악센트를 동반하는 박자의 (Jota Argonesa) , 3

춤곡으로 구애라는 주제로 한사람 혹은 다수의 남녀가 격렬하게 도약하고 회전하면

24) Ann Livermore, A Short History of Spanish Music, New york; Vienna House, 1972, p.160

25)Nettle, Bruno, 서양의 민속음악 서울 삼호출판사, ; , 1998,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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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춤을 춘다 기악 서주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마지막 부분에는 조용. 

히 끝맺는 작별인사 형식의 즉흥시인 코플라 가 연주된다(Copla) .26) 북부 아라곤의  

호타는 생기발랄한 춤이 많고 남부 아라곤 호타는 북부 아라곤 호타보다 느린 템포

의 춤이 많으며 점프가 거의 없다 생동감 넘치고 빠른 리듬을 사용하며 반주악기. 

로는 기타 탬버린 캐스터네츠가 사용된다, , .27) 

26)Martin Cunningham & Arcadio Palacin, "Spa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Musicians, 
London; Macmillan Press L td, 1980, Vol.24, p147

27)송승연, 스페인 근대 민족악파의 민속음악적 특징,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 1996,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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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애와 예술. Manuel de FallaⅡ

의 생애1. Manuel de Falla

세기 스페인 음악계를 이끈 대표적인 민족주의 작곡가 는 다양한 성향과  20 Falla

음악적 특징으로 스페인의 음악 수준을 한 층 끌어올린 위대한 작곡가이다 년 . 1876

스페인에서 태어나 년 아르헨티나에서 생을 마감한 는 그는 스페인 민속1946 Falla

음악을 전 세계에 알렸고 끝없는 열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냈다 는 민속, . Falla

음악의 표현을 현대적으로 승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상주의 기법과 스페인 음악, 

의 요소를 적절히 혼합하여 그만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냈다. 

 

의 생애는 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기는 태어나서부터 유년시절을 보낸 스 Falla 5 . 1

페인에서의 시기 기는 음악적 영향을 많이 받은 파리유학시기 기는 프랑스에서 , 2 , 3

돌아와 마드리드에서 활동한 시기 기는 그라나다에 머물렀던 시기 그리고 마지막 , 4 , 

기는 말년을 보낸 아르헨티나 시기이다5 . 

제 기 1 (1876-1907)

는 년 월 일 스페인의 남부 카디스 지방에서 태어났다 Manuel de Falla 1876 11 23 . 

아버지는 로 발렌시아 출신의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Don José Maña de Falla , Doña 

로 카탈로니아 출신의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다Man'a del Carmené .

그는 살 때부터 어머니와 피아니스트였던 외할아버지로부터 음악수업을 받기 시 7

작하였고 살에는 어머니와 함께 성당에서 하이든의 가상칠언 , 11 < (Las siete 

을 피아노로 연주하여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세가 되던 해에 의 Palabras)> . 17 Grieg

작품을 접한 후 문학도의 꿈을 접고 작곡가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 후 는 그 지역의 음악교사인 오데로와 브로카에게 화성의 기초를 배웠고 Falla , 

살에는 마드리드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마드리드 음악원의 명교수로 알려진 호세 20

트라고 에게 피아노를 배웠다 왕립음악원에서 공부한 (José Trago, 1856-1934) . 

는 우수한 성적으로 년만에 개의 전공을 모두 마쳤으며 이 시기에 Falla 2 7 , Debussy

의 음악에 깊이 매료되어 파리로의 유학을 결심한다 는 프랑스 파리로의 유학. Falla



- 15 -

을 위해 유학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그래서 당시 유행하던 사르수엘라를 작곡하며 .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년 이네스의 연인들 의 실패 , 1902 < (Los Aores de la Iñés)

이후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된다 이 때 스페인 음악파의 거장 페드렐 . (Felipe Pedrell, 

을 만나 작곡을 배우게 되었다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의 시조인 1840-1922) . Pedrell

의 영향으로 는 민족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스페인 고유 음악에 새롭Falla

게 눈을 뜨게 되었다.28) 이후 마드리드 왕립 음악원 주최의 피아노 콩쿨 등 입상 1

의 영예와 허무한 인생 작곡으로 왕립 예술 학회로부터 최고상< (La vida breve)>

을 수상하여 는 스페인 음악계의 주목을 받으며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허무, Falla . <

한 인생 을 시작으로 는 스페인 민족음악을 예술로 승화시키는데 더욱 열정을 > Falla

쏟았다. 

제 기 2 (1907-1914)

마드리드에서 작곡 공부의 한계를 느낀 는 예술의 도시인 파리로 떠나 년간  Falla 7

머물렀다 그 곳에서 라벨 스트라빈스키 드뷔시 알베니즈 등의 음악가들을 만나게 . , , , 

되면서 는 한층 성숙한 음악세계를 구축해나간다 또 그는 스페인 출신 작곡가 Falla . 

두카스 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허무한 인생 을 니스에서 (Paul Dukas, 1965-1935) < >

공연하게 되었고 또 이듬해에는 파리 희극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되어져 큰 성과를 , 

거둔다 때마침 음악 출판가 막스 에쉬크 는 허무한 인. (Max Eschig, 1872-1927) <

생 을 감상한 후 이를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으로 출판할 것을 제안하였고> , , 

이로 인해 어려웠던 의 파리 유학생활은 경제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Falla

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스페인 정원의 밤 . < (Noches en los jardines 

개의 스페인 민속가곡 그de España)>, <7 (Siete Canciones Populares Españolas)> 

리고 피아노를 위한 네 개의 스페인 곡 가 < (Cuatro piezas Españolas para Piano)>

있다.

제 기3 (1914-1919)

자신의 음악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파리생활을 뒤로하고 년이 되던 해에 1914 , 

28)송승연, 스페인 근대 민족악파의 민속음악적 특징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 1996,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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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계대전으로 인해 스페인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다행히 전쟁이 비껴간 마Falla . 

드리드는 예술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그의 음악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귀. 

국한 는 허무한 인생 의 사르수엘라 극장공연을 시작으로 뛰어난 스페인 오Falla < >

페라 작곡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시기에 그는 안달루시아 집시음악의 .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은 마술사 와 삼각모자< (El amor brujo)> < (El sombrero 

를 작곡하였다de tres picos)> .29) 는 여러 가지 작품으로 음악적으로는 활발하 Falla

게 활동하였으나 개인적인 삶에는 큰 변화가 닥쳤다 세계 차 대전으로 인해 국제. 1

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양친의 죽음으로 가장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떠맡, 

게 된다 이후 는 작곡세계에 더욱 몰입하기 위해 마드리드를 떠나 전원도시인 . Falla

그라나다로 향한다.

제 기4 (1920-1939)

그라나다에 정착한 지 년 뒤인 년에 는 로르카 3 1922 Falla (Federico Garcia Lorca, 

와 함께 제 회 칸테혼도 를 주최하여 잊혀져 가는 스1898-1936) 1 (Cante Jondo)「 」

페인 민속음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년에는 인형극 오페라 페드로 . 1923 <

주인의 인형극 을 작곡하였다 또한 그는 중세나 르네상(Retablo de maese Pedro)> . 

스 바로크 시대의 스페인 음악을 연구하였으며 신고전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 

를 작곡하였다 그는 훌륭한 음악교육가로서 국가의 미래를 'Harpsichord Concerto' .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민속음악을 통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자신의 음악적 정

체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예술가 그룹을 만들어 그들에게 . 

예술세계와 지식세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년에는 카탈로니아의 시인 베르데게르 의 시를 바탕으 1928 (Verdeguer, 1845-1902)

로 독창 합창 관현악을 위한 아틀란티다 라는 칸타타를 작곡하기 시, , < (Atlantida)>

작하였다 이 곡이 바로 의 마지막 작품인데 이 작품은 가 죽은 지 년 . Falla , Falla 18

후에야 비로소 그의 제자에 의해 완성된다 이 미완성 작품 외에는 모든 작품이 항. 

상 작곡이 완료되자마자 바르셀로나 그라나다 카디스 마드리드와 같은 대도시에, , , 

서 바로 공연장에 올려져 대성공을 이루었다 또한 베드로 선생의 초상화. < (El 

코르도바의 소네트 안달루시아 retablo de maese Perdo)>, < (Sonete a Cordoba)>, <

세레나데 쳄발로 혹은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토(Serenata Andalusia)>, < (El Conciert 

29) 안영옥 , 스페인 문화의 이해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 2000,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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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작곡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작품 활동 per Clavicembalo o Pianoforte)> . 

외에도 그는 음악교육과 후진양성을 위해 힘썼으며 민족음악을 통해 애국심과 음, 

악적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렇듯 는 음악적으로 전성기를 누리. Falla

게 되었으나 년 스페인의 어지러운 정세로 인해 그가 아끼던 제자인 가 1936 Lorca

갑자기 납치되어 총살당하고 난 후 의 건강상태는 악화되기 시작하였다Falla .

년 의 주치의는 건강을 위해 기후가 좋은 아르헨티나로 여행할 것을 권 1939 Falla

유하였다 유럽전쟁과 스페인 전쟁 등으로 영혼이 피폐해진 그는 스페인을 떠날 결. 

심을 하고 년에 그는 고국을 떠나 아르헨티나로 향한다, 1939 .

제 기5 (1939-1946)

년 는 극장에서 관현악적 조곡인 헌정곡 을 포함하 1939 , Falla Colon < (Homenajes)>

는 회의 콘서트를 지휘하며 다시 음악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그해 말에는 부에노스 4 , 

아이레스에서 코르도바 시에라로 이사를 한다 년 스페인 정부는 에게 귀. 1945 Falla

국을 요청하지만 그는 이를 거절하고 아틀란티다 의 작곡에 혼신의 힘을 쏟아 붓< >

는다.30) 그러나 아틀란티다 를 자필악보 페이지까지 작곡한 후 미완성으로 작 < > 202

품을 남긴 채 년 월 일 아르헨티나에서 그는 생을 마감한다, 1946 11 14 , . 

30) 안영옥 , 스페인 문화의 이해,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 2000, p.256



- 18 -

의 음악2. Manuel de Falla

의 음악은 민족주의 성격이 강하다 세기 민족주의 음악은 각 나라 혹은 지 Falla . 19

방의 민속음악 민속무곡과 춤의 리듬이 그 소재였다 스페인의 또 다른 민족주의 , . 

작곡가인 알베니스와 그라나도스와는 달리 는 민속적인 소재를 그대로 쓰기 Falla

보다는 전통적인 것에서 소재를 이끌어 내어 새롭게 조명하였고 드뷔시를 주축으, 

로 하는 인상주의와 스트라빈스키를 주축으로 하는 신고전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 

스페인 민속음악과의 융합을 이루어 냈다 세기 교회음악과 민속음악 스페인 오. 16 , 

페라에 대한 열정과 민족음악을 되살려야 한다는 그의 스승인 페드렐의 가르침에 

따라 는 스페인 음악을 전 세계에 알렸다Falla . 

 

사실 나는 이 대중 민요들에서 그 음악적 혼이 가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

다 이 곡들의 핵심적인 형태들은 리듬 조성 그리고 멜로디의 음정 간격들이다 사. , , . 

람들은 이들 가곡들의 순수한 선율 라인들에 끝없는 변형들을 만들면서 스스로 이

를 입증한다.”31)

라고 언급한 바 있는 의 말을 통해 는 음악에 다른 어떤 요소들 보다 민Falla , Falla

족적인 것을 중요시 하였고 이를 선율과 리듬으로 표현해냈다고 볼 수 있다, . Falla

의 음악적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스페인적 요소1) 

는 안달루시아 지방 출신으로 집시들의 플라멩고 음악과 같은 안달루시아 지 Falla

방의 민속음악적 요소에 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의 작품을 통해 스페인 민속 . 

무용과 플라멩고 음악에 대한 깊은 인식을 볼 수 있다 한 민요나 전래속요의 멜로. 

디와 텍스트를 사용하여 스페인적 특성을 지닌 종지나 멜로디 음정과 선율 리듬의 , , 

유사성과 선법에 기인하여 악상을 구성하였다.32) 는 국민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Falla

작곡가인 만큼 스페인만의 리듬과 화성으로 다채로운 곡들을 만들어냈다, . 

31) Josep Miquel Sobrer and Edmon Colomer, The Singer's Anthology of 20th Century's Spanish songs  
 New york; Pelon, 1987, p.142

32) 최선화, 스페인 현대음악 입문 음악춘추사 , 2004,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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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적 요소 2) 

세기가 낭만주의적인 요소가 대부분을 이루었던 시기인 만큼 역시 낭만파 19 Falla 

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그의 첫 작품인 허무한 . <

인생 과 스페인 정원의 밤 에서 찾아볼 수 있다> < > .

인상주의적 요소3) 

의 프랑스 유학시절에 교우하였던 프랑스 작곡가 드뷔시와 라벨의 영향으로  Falla

인상주의적 요소들이 그의 음악과 예술에 나타난다.33) 인상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에도 그는 항상 민족적 색채를 잃지 않고 인상주의적 요소와 스페인적인 요

소를 합쳐 그만의 음악어법을 발전시켜 나갔다 의 인상주의적 작품으로는 최. Falla

초의 스페인 관현악 곡으로도 유명한 발레곡 사랑의 마술사 와 삼각모자 등이 < > < > 

있다.

신고전주의적 요소4) 

인상주의와 함께 신고전주의적 요소 또한 의 음악에 영향을 미쳤다 Falla .34) 신고전 

주의적 경향의 작품으로는 쳄발로 혹은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토 가 있다< > .

는 음악의 전통적인 개념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였다 그는 강  Falla . 

직하고 경건하며 완벽주의 성향도 있어서 자신의 음악에 대해 냉정하고 엄격하며 

끝없이 연구하는 자세를 가졌다 관현악법의 대가이기도 한 는 선율과 화성. Falla , 

리듬을 분석하여 각 악기의 특성을 잘 살려냈다 는 그의 성격에서 알 수 있듯. Falla

이 작품에서 즉흥적이거나 모험적인 시도를 하지 않았다. 

33) 편찬위원회 , 세계명곡해설대전집 vol.17 서울 중앙문화사, ; , 1984, p.371

34) 박재열역 Robert D.Wider, , 현대음악의 이해 서울 송산출판사, ; , 1980,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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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 및 연주법. Siete Canciones Populares EspañolasⅢ

 

작곡 배경  1. 

는 스페인의 다양한 지방 무르시아 아스  <Siete Canciones Populares Españolas> ( , 

투리아스 아라곤 안달루시아 의 민요 선율들로 이루어져 있는 곡이다 는 이 , , ) . Falla

선율에 아름답게 꾸며진 반주들로 편곡하였으며 민속음악의 혼을 잘 보존하고 있, 

다.35)

가 파리에서 허무한 인생 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그리스 출신의 성악교수  Falla < >

가 그리스 민요의 반주 부분을 작곡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아이디어를 얻. 

어 년 마드리드에 귀국하여 는 스페인 민요에 반주를 붙여 작곡하였고 민1914 Falla , 

요는 편곡되어 개의 스페인 민속가곡 으<Siete Canciones Populares Españolas (7 )>

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으로 스페인 각 지방 민요들의 . 

선율을 사용하여 예술적 편곡기법을 통해 탄생되었다 이 곡들은 작곡된 지 년이 . 10

지나고서야 년에 파리에서 에 의해 출판되었고 부1925 Max Esching Ida Godebska 

인에게 헌정되었다. 

는 스페인 성악가곡 중 가장 많이 연주되 <Siete Canciones Populares Españolas>

는 작품으로 곡들이 연가곡은 아니지만 모두 함께 연주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만, 7 , 

들어낸다 이 곡은 다채로운 스페인 민속음악의 특징을 보여주며 피아노 반주부는 . 

스페인의 반주악기인 기타를 재구성하여 작곡되었고 세계적으로도 그 예술성을 인

정받아 첼로와 같은 현악기로 편곡되어 연주되기도 한다. 

  

35) 채은희 역Carol, Kimball , 예술가곡의 스타일과 문헌에 대한 총서 Song, 서울 도서출판 형설, ;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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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분석 및 연주법2. 

 

악곡분석에 앞서 스페인 예술가곡의 이해를 돕고자 스페인어에 대하여 집약적으   

로 정리해보았다 스페인어의 발음은 이탈리아어나 독일어 영어에서 사용되어지는 . , 

발음이 대부분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발음도 있다, . <Siete 

의 분석을 위해 스페인어의 Canciones Populares Españolas> International Phonetic 

과 함께 어떻게 발음하는지에 대해 영어 이탈리아어 독일어로 그 예시를 Alphabet , , 

정리한 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SPANISH LETTERS AND PHONETIC SOUNDS>>36)   

36)N ico, Castel, A Singer's Manual of Spanish Lyric Diction, New York; Ercalibur Pub, 1994, p.6

IPA
POSITION

IN WORD

SPANISH

EXAMPLE

SPANISH

IPA

OTHER

EXAMPLES

a [a] in all  position agua [a wa]ɣ Ita: Caro

b

[b]

[b]

[ß]

in absolute initial 

position

after m

in interior position

banco

ambos

hablar

[baŋk ]ɔ

[amb s]ɔ
[aßlar]

Eng: bill

Eng:combine

Collpg Ger:

Schwimmen

c
[ ]ɵ
[k]

before e and I

before a, o, u

Cecilia

caracol

[ ilja]ɵɛɵ
[ka ak l]ɾ ɔ

Eng: thing

Ita: come
ch [ ]ʧ in all  positions mechacho [mut at ]ʃ ʃɔ Eng: Chimney

d

[d]

[d]

[d]

[ð]

in absolute initial 

position

after n

after l

in interior position

(except after n or l)

dolor

donde

tilde

nada

[d l r]ɔ ɔ

[d nd ]ɔ ɛ
[tild ]ɛ
[naða]

Eng: door

Eng: tended

Eng: seldom

Eng: this

e [ ]ɛ in all  positions elefante [ l fant ]ɛ ɛ ɛ Ita: bella

f [f] in all  positions refresco [r f sk ]ɛ ɾɛ ɔ Eng: fit

g

[g]

[x]

[ ]ɣ

[ ]ɣ

in initial position

before a, o, u

before e, i

in interior position

before a, o, u

in other interior

positions

gato

genio

haga

el gato

[gat ]ɔ

[x nj ]ɛ ɔ
[a a]ɣ

[el at ]ɣ ɔ

Ital : galante

Ger: Bach

(No examples 

available  ; not 

used in other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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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ɣ

[g]

spelled gue and gui

in initial position

spelled gue and gui

in interior position

after nasal [ŋ]

guerra

aguerrido

bilingüe

[g rra]ɛ

[a rrið ]ɣɛ ɔ

[biliŋgw ]ɛ

Eng: guess

Fr: baguette

Eng: hunger

h            SILENT hogar [ a ]ɔɣ ɾ Ital : ho

i

[i]

[ja]

[j ]ɛ
[j ]ɔ
[ju]

[aj]

[ j]ɛ
[ j]ɔ
[uj]

in all  positions

as on-glide

as on-glide

as on-glide

as on-glide

as on-glide

as on-glide

as on-glide

as on-glide

isla

piano

tiene  

adiós

viuda

baile

peine

boina

cuitada

[izla]

[pjan ]ɔ
[tj n ]ɛ ɛ
[aðj s]ɔ
[bjuða]

[bajl ]ɛ
[p jn ]ɛ ɛ
[bojna]

[kujtaða]

Ital : vino

Ital : pianta

Ital : pieno

Ital : piove

Ital : fiume

Ital : mai

Ital : lei

Ital : poi

Ital : lui

j [x] initial and interior jóven [x ß n]ɔ ɛ Ger: Bach

k [k]

Not really a Spanish 

letter. Used only 

foreign names and 

words.

kilómetro [kil m t ]ɔ ɛ ɾɔ Eng: kill

l [l] in all  positions litro [litro] Ita: molto

ll [ ]ʎ initial and interior llorar [ a ]ʎɔɾ ɾ Ita: figlio

m [m] initial and interior mano [man ]ɔ Eng: man

n

[n]

[m]

[m]

[ ]ɱ

[ŋ]

initial, interior, final

before bilabial m

by assimilation

before other bilabials

(p and b) by assimilation

before labiodental f

by assimilation

before velar consonants

[k], [g], [x]

nana

inmemorable

un beso

infierno

cinco

[nana]

[imm m aßl ]ɛ ɔɾ ɛ

[umb s ]ɛ ɔ

[i fj rn ]ɱ ɛ ɔ

[ iŋk ]ɵ ɔ

Eng: name

Ita: con moto

Ita: un bacio

Ita: un filo

Eng: think

ñ [ ]ɲ initial and interior ñato [ at ]ɲ ɔ Eng: canyon
o [ ]ɔ in all  positions otro [ t ]ɔ ɾɔ Ita: sposa

p [p] initial and interior paño [pa ]ɲɔ Eng: paper

q [k]

spelled qui and que

in initial and interior

positions

quiso [kis ]ɔ Eng: mosquito

r

[r]

[r]

[r]

in initial position

(rolled)

after s, n, l (rolled)

before consonant (rolled)

as final (rolled)

rojo

Israel

parte

[r x ]ɔ ɔ

[izra l]ɛ
[part ]ɛ

Ita: raggio

British:on red

Ita: po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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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

[r]

after all other 

consonants

except s, n, or l 

(flipped)

between vowels 

(flipped)

amar

prestar

era

[amar]

[p star]ɾɛ

[ a]ɛɾ

Ita: cor 

British:

 present

Ita: amore

rr [rr] interior positions pnly carro [karr ]ɔ Ita: terrore

s

[s]

[s]

[z]

initial, interior, final

between vowels

before voices 

consonants in a word 

or word group by 

assimilation

solo

casa

mismo

[s l ]ɔ ɔ
[kasa]

[mizm ]ɔ

Eng: soul

Eng: case

Ita: sdegno

t [t] initial and interior tonto [t nt ]ɔ ɔ Ita: tutto

u

[u]

[wa]

[w ]ɛ
[wi]

[w ]ɔ

initial and interior

as on-glide

as on-glide

as on-glide

as on-glide

uno

cuatro

huevo

huida

quota

[un ]ɔ
[kwat ]ɾɔ
[w ß ]ɛ ɔ
[wiða]

[kw ta]ɔ

Ita: luna

Ita: quasi

Ita: questo

Ita: qui

Ita: cuore

v

[b]

[b]

[ß]

in absolute initial 

position

after n

in interior position in a 

word, word group or 

breath phrase

vino

un vaso

los vinos

[bin ]ɔ

[umbas ]ɔ
[l zßin s]ɔ ɔ

Eng: book

Collg Ger:

 Schwester

w [w]

Not really a Spanish 

letter. Used only 

foreign names and 

words.

wisky [wiski] Eng: water

x
[s]

[ks]

in initial position

in interior position

xenofobia

taxi

[s n f ßja]ɛ ɔ ɔ
[taksi] Eng: tax

y
[j]

[ ]ʤ
initial, interior, final

after n or l

yo

inyectar

[j ]ɔ
[ind ktar]ʒɛ

Eng: yes

Eng: judge

z
[ ]ɵ
[z]

initial, interior, final

before voiced

consonants

zarza

hazlo

[ a a]ɵ ɾɵ
[azl ]ɔ

Eng: thumb

Eng: his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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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악곡분석

 

파야는 기존의 민요와 자신이 특정 민요 양식으로 작곡한 선율들을 조합하고 재배 

열하여 일곱 개의 곡이 하나의 완결된 구성을 갖도록 하였다 각각의 곡은 독립적. 

으로도 완결된 형식을 가지며 가사 역시 한 악곡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으면서 동, 

시에 서로 연관을 지니고 있다. 

곡 템포 박자
조성

중심음( )
성악 음역 마딧수

1.El Paño Moruno
Allegretto 

vivace
3/8 c# 76

2.Seguidilla Murciana
Allegro 

spiritoso
3/4 G 69

3.Asturiana
Andante 

tranquillo
3/4 g 38

4.Jota Allegro vivo 3/8 F# 144

5.Nana
Calmo e 

sostenuto
2/4 f# 20

6.Cancioń Allegretto 6/8 A 32

7.Polo Vivo 3/8 b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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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와의 연관성1) 

제 곡 의 경우 가게에 있던 새 천에 얼룩이 져 헐값에 팔리게  1 ‘El Paño Moruno’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얼룩진 천은 순결성을 잃은 여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시어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개의 모음곡 중 첫 곡임을 고려할 때 뒤에 이어질 . 7 , 

연인과의 사랑을 고운 천에 묻은 한 점의 얼룩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가치를 잃어 헐값에 팔리는 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비극적으로 흘러갈 것을 암시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다. 

제 곡 역시 독립적으로 볼 때에는 단순히 아기를 어르는 자장가이지만 바 5 ‘Nana’ 

람둥이 연인에게 버림받고 제 곡 작별을 고한 제 곡 뒤 연인의 배신과 사랑의 아( 2 ) ( 5 ) , 

픔을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 제 곡 곡 을 통해서 제 곡의 자장가는 이 둘 ( 6 ,7 ) 5

사이에 아이가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주며 여성적인 시적 화자가 헤, 

어진 연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혼자 길러야하는 상황까지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가사의 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크게 행 정도의 짧은 가사와  5 7 10∼

행 이상의 긴 가사로 나눌 수 있는데 는 이를 교대로 배치하여 제 곡에는 , Falla 1,3,5

짧은 가사를 제 곡에는 긴 가사를 그리고 마지막곡인 제 곡에는 중간정도의 길, 2,4,6 7

이를 지닌 가사를 배치하여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음악적 요소의 연관성2)

대부분의 곡들이 대체로 빠른 템포로 설정되어 있으나 제 곡과 제 곡이 다소 느린  3 5

템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곡들은 가사의 내용면에 있어서 감정을 추스르고 마음, 

을 달래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분출하는 앞의 곡들에 . 

반해서 제 곡의 경우 소나무에 제 곡의 경우 아기에게 감정을 이입하여 간접적으3 , 5

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두 곡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두 곡씩 . . 

짝을 이루어 제 곡은 제 곡의 제 곡은 제 곡의 에필로그적인 기능을 한다 다른 곡3 2 , 5 4 . 

들에 비해 현저히 짧은 두 곡의 길이 이전곡과 동일하게 설정된 중심음을 통해서 , 

이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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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의 중심음들은 동일한 선법 프리지안 상에 표현될 수 있는 인접한 다섯 개의  (F# )

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곡을 아우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제. 5

곡이 프리지안 선법으로 구성되어있다는 것과 마지막 곡의 열린 종지가 프리F# F#

지안 선법을 암시한다는 것은 가 전체 곡의 조성적 관계에 치밀한 계획을 두Falla

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연주를 위해서는 모든 곡의 원조를 지켜 이. 

조하지 않고 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악가의 음역에 따라 이조가 필요할 경우 , 

모든 곡을 같은 간격으로 이동시켜 각 곡간의 음정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성악성부의 음역은 민요선율에 바탕을 두어 상대적으로 좁은 음역을 보인다 앞의  . 

곡들은 최고음과 최저음간의 간격이 주로 도정도의 음역을 지니고 있고6 37) 제 곡, 4

에 이르러 단 도 제 곡은 완전 도 제 곡은 장 도 마지막인 제 곡에 이르러서는 7 , 5 8 , 6 9 , 7

꾸밈음을 통해 확장된 음역이 단 도에까지 이른다 이렇듯 순서대로 연주하였을 10 . 

경우 점진적으로 음역이 넓어져 표현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민요선율에 많이 포함, , 

된 꾸밈음의 형태를 활용하여 구성적으로는 음역이 갑작스럽게 넓어지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성악가가 고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조절하였다.   

악곡의 길이에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길어져 시적 화자가 연인에게 작별을 고하는  

장면인 제 곡에서 가장 긴 형태를 보이며 다시 처음과 비슷한 길이로 돌아온다4 . 

제 곡과 제 곡 제 곡과 제 곡이 짝을 이루어 연주됨을 고려해볼 때 두 곡의 2 3 , 4 5 , 

합쳐진 길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역시 점진적으로 길어졌다가 첫 곡과 유, 

사한 길이로 회귀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일곱 개의 노래는 각각의 독립적인 노래로도 부족함이 없지만 가 작 , Falla

곡한 순서대로 연이어 연주될 때 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그 자체로 . 

완결성을 지니는 가사는 앞 뒤 곡과의 문맥에 따라서 가사의 의미가 확대되거나 변

형될 수 있고 음역 또한 연이어 연주될 경우 점진적인 확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

에 연주자는 같은 곡이라도 연이어 연주할 때와 독립적으로 연주할 때의 표현의 차

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37) 제 곡의 경우 정확히는 단 도의 음역이나 최고음이 꾸밈음을 통해 지나가는 분음표의 아주 짧은 음이기에 1 7 32
음역면에서 유의미한 기능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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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곡 I. 1 - El Paño Moruno

가사와 형식1) 

Al paño fino, en la tienda,           

una mancha le cayó;                

Por menos precio se vende,          

Porque perdió su valor.              

¡Ay!      

상점에 있는 좋은 옷감에              

얼룩이 졌다.

그것은 헐값에 팔릴 것이다.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Ay!

네 개의 행과 짧은 감탄사로 이루어진 가사는 전반부에는 천에 얼룩이 지는 사건 

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고 후반부는 이에 따른 결과와 상태에 대한 탄식을 이야기, 

하고 있다 각 행은 두 번씩 반복되며 노래부분의 형식은 의 반복적인 유절형. aba’b

식으로 볼 수 있다 후렴의 반복을 통하여 얼룩이 지는 부분과 가치를 잃었다는 내. 

용을 강조하였으며 천에 비유된 시적 화자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행을 , 3

나란한 조로의 이동을 통하여 강조하였다 마지막의 감탄사 를 의 형태로 . ‘Ay!’ Coda

적용한 것은 시의 구조를 음악에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식 마디 조성 주요 리듬

전주 1-23 e-c#

번1

A 24-37
c#

번2

간주 38-46 1.

A’ 47-60 E-c# 2.

후주 61-67
c# 1&2

Coda 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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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 해설2) 

악보 마디[ 1] 1-4

  

의 낮은 음역에서 모음곡 전체의 서막을 알리는 전주는 분음표 분할과 오른 pp 16

손의 연타를 통해 두 번째 박이 강조되는 박자 리듬을 사용하고 있다 번째 마디3 . 4

에서 첫 박의 강조와 아티큘레이션 변화 분음표의 도약 오른손 연타 음고의 변, 16 , 

화 등을 통하여 마지막 마디에 변형이 가해진 마디 프레이즈가 완성된다4 . 

악보 마디[ 2] 6-11

빠른 아르페지오로 프레이즈가 마무리 되자마자 같은 으뜸음 조의 나란한 조 관  

계인 단조로 이동한다 곡 전체의 지배적인 조성이 단조이기에 악곡의 첫 부분c# . c#

이 원조가 아닌 단조로 시작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곡 e

전체에서 나란한 조 단 도 관계를 이용하여 대비를 주는 방식을 함축적으로 보여주( 3 )

고 있다 또한 가사의 내용이 원래 곱고 아름다웠던 새 천에 얼룩이 지는 내용을 .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가사의 내용을 전주에서 중심음의 단 도 하행을 통해 암3

시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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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마디[ 3] 20-23

 하행과 상행이 결합된 빠른 분산화음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마디는 스페인. 20-22

음악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악기인 기타의 라스게아도 주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행하는 분산화음이 셋잇단음표로 기보된 것은 일반적으로 층거리꾸밈음을 . 

나타내는 물결모양의 기호가 저음에서부터 상행하는 방향으로 연주되기 때문인데 3

분할의 잇단음표 리듬을 하나하나 연주하는 것 보다는 한 번에 긁어 연주되는 느낌

을 더욱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곡의 피아노 반주에서는 층거리 꾸밈음. 

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다이내믹 표시를 통하여 마지막음을 향(<, >)

해 점점 강해지는 꾸밈음의 형태와 강한 저음과 잔향처럼 흩뿌려지는 꾸밈음들로 

구성된 형태로 구분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밀하게 다이내믹의 변화가 기보된 아르. 

페지오에 대하여는 더욱 주의해서 연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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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24-27

 순차진행위주의 선율로 노래가 등장하며 테누토 슬러 스타카토 등 각 음마다 다, 

양한 아티큘레이션의 기보를 엿볼 수 있다 화성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진행위주로 . 

이루어져있으며 피아노 음형 역시 전주에 비해 리듬적인 분할을 줄여 성악 파트를 

돋보이게 한다 비교적 단순해진 피아노파트에 비해 성악 파트는 빠른 템포 내에서 . 

다양한 악상의 변화를 소화하여야 한다 특히 두 개의 단어가 한 음에 걸쳐 있거나. 

마디 하나의 단어가 끊어지는 악상으로 표현되는 부분 마디 (25 fino, en) (26 tienda)

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악상을 표현하는 동시에 가사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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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마디[ 5] 28-31

같은 가사를 한번 더 반복하여 사용할 때에 노래 선율의 음역에 약간의 변화를 주 

었으며 마디에서는 피아노 파트에 헤미올라를 사용하여 리듬적인 흥미를 더했30-31

다 마디의 왼손에서 박의 연주가 헤미올라의 준비역할을 하며 마디 선율. 28-29 3 30

에서의 당김음 역시 마디에서와 같은 선율이나 반주의 변화를 통하여 리듬적인 26

흥미와 효과가 배가된다.

악보 마디[ 6] 32-35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선율이 얼룩이 떨어지는 장면을 가사그리기 를 통하여 묘사 “ ”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아노의 왼손은 마디의 헤미올라 이후부터 . 30

음표의 꼬리 의 형태가 다르게 기보되어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성악 선bracket( ) , 

율의 악상이 변화함에 따라 피아노의 반주 역시 상대적으로 각 음간의 연결이 더 

부드럽게 이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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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마디[ 7] 36-41

같은 선율을 다른 박자로 기보함으로써 앞에서 등장했던 헤미올라의 사용을 살펴 

볼 수 있으며 이는 문장의 핵심 단어인 얼룩 을 한박자로 묶어줌으로써 가mancha( )

사를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지닌다 빠른 박자 계열의 춤곡과 빈번한 헤미올라의 . 3

사용은 스페인 민속음악의 특징이기도 한데 는 단순히 지루함을 탈피하는 리, Falla

듬적인 효과를 넘어 가사전달을 분명히 하는 데에도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와 를 통하여 성악가에게 다소 자유로운 템포와 리듬을 허용하rit. colla voce

고 독창자의 자유로운 연주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박과 박의 교차에서 생기는 . 3 2

정확한 헤미올라 리듬의 연주보다는 가사의 반복을 통한 강조와 전달이 더욱 중요

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성악의 마지막 . 

음과 간주의 시작을 오버랩하여 사용하였는데 앞의 헤미올라를 분의 박자로 설정4 3

하여 한마디로 구성함으로써 마디간의 강약구조가 바뀌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악보 마디[ 8] 47-50

같은 선율이 나란한조로 이조되어 반복된다 강박에 화음 구성음을 채운 반주음형 . 

으로 더욱 풍성한 음향을 만들었고 다른 부분과의 대조를 위해 성악의 악상과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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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화음의 꾸밈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다 각각의 화음에는 장 도 음정으로 부딪. 2

치는 음들을 부가음으로 사용하여 점차적으로 음향의 질감이 풍부해지고 긴장감을 

조성하게 만들었다.  

악보[ 9] 68-76

와 후주의 반복을 거쳐서 마지막 감탄사 에 다다르는데 작곡자는 이를 마 A’ ‘Ay!’ , 8

디에 걸친 아주 긴 음으로 처리하였다 전곡에 걸쳐 노래부분에 다이내믹 표시가 . 

제한적인 첫 번째 곡에서 마지막 감탄사에 집중적으로 다이내믹 변화가 지시되었음

을 알 수 있다 강한 시작에서부터 잦아들었다가 다시 한 번 되고 길게 . crescendo

사라지는 셈여림은 곡 전체의 내용을 한 음에 담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성악가는 이전부분에서 절제되고 집약된 감정을 마지막 감탄사에 최대한 

극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다 이 곡은 오스티나토와 같이 반복되는 리듬꼴 위에 반. 

음계적인 순차진행으로 장 화음에 이르러 마무리된다 점점 여려지는 다이내믹과 B 3 . 

더불어 템포도 를 통해 점점 느려지며 마지막 화음의 음 생략을 통해 음향의 rit. 3

색채와 질감에 있어서도 조금씩 사라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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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곡 II. 2 - Seguidilla Murciana

가사와 형식1) 

Cualquiera que el tejado 

Tenga de vidrio, 

No debe tirar piedras 

Al del vecino. 

Arrieros semos; 

Puede que en el camino 

Nos encontremos! 

Por tu mucha inconstancia 

Yo te comparo 

Con peseta que corre 

De mano en mano; 

Que al fin se borra, 

Y créyendola falsa 

Nadie la toma!

어느 지붕이 되었건

유리로 되어 있다면,

이웃집 지붕에 

돌을 던지지 말아요.

우리가 노새몰이꾼이라면

어쩌면 도중에서

어쩌면 도중에서 마주치겠네

바람둥이 당신

그대를 동전에 빗대보면,

그대는 이손 저손으로 돌고 돌다

끝내 닳아 없어지는 

동전과 같네

닳아진 동전이 가짜라고 생각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으리!

형식 마디 조성 주요 리듬

서주 1-2

G

선율 반주
A

a 3-7

간주 8-10

a’ 11-14

a 15-19
간주 20-22

a’‘ 23-26

a 27-31

간주 32-34

A’ 35-63



- 35 -

크게 두 개의 연으로 나눌 수 있는 가사를 의 부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다소  AA’ 2 . 

긴 가사의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주 짧은 간주를 삽입하여 호흡단위가 너무 길

어지지 않도록 배려하였음을 볼 수 있다 반음계적인 진행을 통한 선적 화성이 많. 

이 사용되고 있으며 부속화음 변화화음 등 다양한 반음계적 화성이 사용되고 있다, . 

처음부터 끝까지 전조 없이 일관된 조성을 사용함으로써 화성적인 모호함을 상쇄하

고 있으며 일관된 리듬의 피아노 반주와 동일한 선율의 반복으로 통일성에 주력하

고 있다.  

악곡 해설2) 

악보 마디[ 10] 1-3

선율과 반주가 모두 음만으로 구성된 첫 부분은 비교대상의 음이 없어 조성이나  D

화성 선법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으며 첫 가사가 어느 것, cualquiera(

이든 라는 점에서 가사가 음소재를 통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분음표로 동음) . 8

이 반복되는 선율은 연속적인 셋잇단음표의 반주와 리듬적으로 맞물려 의 지속3:2

적인 음향을 만들어내고 있다 셋잇단음표와 분음표가 맞물려 합쳐진 리듬꼴이 제. 8

곡의 주제리듬형태와 일치함은 단순히 전통적으로 스페인에서 많이 사용되던 리듬1

을 차용하였던 것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전체 곡의 리듬적인 측면에 있어서

도 각 곡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후주 64-66

Coda a 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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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마디[ 11] 4-7

동형진행으로 장조 음계를 따라 온음계적으로 순차 하행하는 선율과 반음계적으 G

로 순차 상행하는 반주성부의 반진행을 통해 곡의 으뜸음인 음으로 돌아온다G . D

음을 으로 둔 채 상행하는 성부가 겹쳐진 화성이 형성되며 피아노의 옥pedal tone

타브 간격으로 모방되는 의 성부가 자연스러운 와 함께 효과적으로 D-Eb-E cresc.

드러나도록 연주하여야 한다 단음에서 불명확한 선적화성들을 거쳐서 . Tenga de 

유리로 되어있다면 의 문장이 완성되는 순간 마디 에 명확한 도화음의 화vidrio( ) (7 ) I 3

음이 형성되는 것 또한 음소재를 통한 가사표현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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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마디[ 12] 11-15

부분에서 순차진행하는 선율과 피아노의 정지된 페달음이 대조를 보였다면 a D ,  

에서는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페달음이 마디에 이르러 순차 하행 움직임을 보a’ D 13

이며 선율은 음에 머물러 같은 음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인다, D, E . No debe tirar

던지지 말아요 부분에서는 와 악상 그리고 스타카토를 모든 음에 붙여 ( ) subito piano , 

전체 문장에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악상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악보 마디[ 13] 23-27

순차진행을 통해 음에 도달하여 도권에 따른 도약을 보여주는 베이스는 조성기 B 5

능을 명확하게 하는데 반하여 다른 성부들은 반음계적인 진행위주와 과감한 부가음

들의 사용을 보여주고 있다 지속되는 음에 왼손에는 반음 오른손에는 온음 밑에 . E , 



- 38 -

부가음을 두어 강한 불협화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순차진행하는 최상성부와 조성적 

기능을 명확히 보여주는 베이스가 이러한 불협화를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까지 다다르는 강한 다이내믹과 더불어 성악 선율에 연속적으로 꾸밈음. ff

이 사용되고 또한 마디에서 선율에 처음으로 도약이 사용되는 등 제한적으로 , 25, 26

사용되어왔던 표현들이 어쩌면 도중에서 마주치겠네 라는 Puede que en el camino( - )

가사에 집약적으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악보 마디[ 14] 67-69

는 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유절가곡의 구성을 지니며 도화음 화음의 반복으 A’ A I V7

로 이루어진 후주 뒤에 짤막한 프레이즈의 코다로 종지한다 악곡의 처음부터 일관. 

되게 유지한 반주음형의 갑작스런 중단을 통해 가 도입되며 이를 통해 coda Nadie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네 라는 가사를 표현하고 있다 피아노 반주에서는 la toma!( ) . 

도 변성화음을 사용하여 으뜸음으로 상 하행하여 도달하는 두 성부를 이끌어 냈III ,

으며 이전까지 대부분의 종지에서 의 정격종지 화성진행에서도 베이스음은 페V-I

달음인 딸림을 유지하여 사용하였기에 마지막 종지의 도 화음은 강한 종지감과 안I

정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피아노가 아주 낮은 저음역으로 일탈함으로써 종지의 형. 

성을 돕고 있는데 이럴 때 상대적으로 좁고 비슷한 음역 내에서 모든 선율을 연주

하는 성악성부는 음색의 변화를 표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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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곡 III. 3 - Asturinana

가사와 형식1) 

Por ver si me consolaba

Arrimeme a un pino verde

Por ver si me consolaba

Por verme llorar, lloraba.

Y el pino como era verde

Por verme llorar, llorarba

마음을 달래려고

푸른 소나무에 다가갔다.

마음을 달래려고

내가 울자 소나무도 같이 울었다.

내가 울자 소나무도 함께

울었다.

소규모의 부 형식으로 악곡의 큰 틀에 있어서 가사의 형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  2

였다 각 연에서의 세 개 행을 살펴보면 가사는 형식으로 쓰여졌으나 는 . aba , Falla

이를 에 가까운 형식으로 변형하여 활용하였다 제 곡과 같이 전조 없이 일관된 aab . 2

리듬과 중심음이 유지되나 에올리안 선법과 단조조성이 혼용되고 있다 의 g g . pp-p

여린 다이내믹이 지배적이며 느린 템포로 서정적이고 슬픈 분위기를 자아낸다 반. 

주에서 각 프레이즈의 종지를 제외한 부분은 모두 높은음자리 이상의 높은 음역D

을 사용하여 소나무 눈물 등의 시어를 표현할 수 있는 맑은 음색을 추구하는 동시, 

에 음역의 대비를 통한 종지효과를 주었다. 

형식 마디 조성 주요 리듬
전주 1-7

g

선율 반주A 8-18

간주 19-20

A’ 21-31

후주 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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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 해설 2) 

악보 마디[ 15] 1-5

서주에 등장하는 피아노의 음형 동일음의 옥타브 도약으로 이루어진 개음 음형 ( 3 )

은 앞의 제 곡과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에올리안 선법의 주선율이 왼손에서 2 . g

드러나며 선법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지속되는 오른손의 음을 음으로 subdominant

사용하였다 왼손의 선율은 뒤이어 나올 성악의 주요 선율이기 때문에 고음으로 갈. 

수록 점차적인 음의 세기를 늘리고 프레이즈를 마치면서 자연스럽게 해주는 것dim.

이 바람직하다 또한 마디와 마디에서 베이스의 음이 선율을 방해하지 않도록 . 3 5 Eb

유의하여야 한다.

악보 마디[ 16] 8-11

주선율은 서주에서의 에올리안 선법과의 확실한 구분을 위하여 단조의 이끈음인  g

음으로 시작된다 음과 음은 에올리안 선법과 단조를 구분 짓는 유일한 음이f# . f f# g g

다 피아노 반주에는 이 도 화음에서도 음을 생략하여 음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 V 3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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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악가는 첫 음이 너무 낮아서 앞과 동일한 선법상의 음으로 들리거나 너무 높

아서 뒤의 음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음정에 특별히 유의하여

하여야 한다 화음은 시적 화자의 공허한 마음을 드러내고 음소재의 모호함을 강조. 

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음이 생략된 완전 도 위주로 나타난다3 5 (open fifth) .

악보 마디[ 17] 16-18

지속적인 분음표 리듬의 중단과 음역의 이동을 통해 대비를 준 뒤 종지하는 방 16

법은 제 곡의 마지막 부분과 동일하며 장 화음을 통해 다시 에올리안 선법으로 이2 F 3

동한다 선법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 종지화음은 변격진행을 통해 화음. subdominant

으로 이동하며 이후 간주에서 다시 음이 지속적인 음으로 나타난다 가사의 첫 번c . 

째 연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 푸른 소나무에 다가갔다 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 ‘ 

며 첫 번째 행인 마음을 달래려고 가 여운으로 반복되는 Por ver si me consolaba( )

구조로 되어 있는데 는 프레이즈의 첫 시작은 선법으로부터 조성으로 즉 불명Falla , 

확한 중심으로부터 조적 중심이 명확한 음소재로 옮겨가는 방식을 취했으며 공허한 

음향들을 거쳐 다시 선법으로 돌아오고 있다 여기서 의 가사에 대한 음악적 . Falla

해석을 엿볼 수 있는데 화자의 슬픈 마음을 달래려는 의지가 명확한 조성음계로의 

이동을 통해 드러나며 이는 소나무에게 의지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이는 색채가 

없는 공허한 울림 속에서 부유한다 결국 여운으로 반복되는 마음을 달래려고 는 . ’ ‘

실제로 이 행동들이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다시 화자의 상태가 원점으로 돌아

왔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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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마디[ 18] 21-25

  

같은 선율의 반복으로 가사만 바뀌어 있으나 울다 라는 단어가 음가가 긴  lloraba( )

음에서부터의 순차 하행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통적인 예술가곡 및 많은 음악에서 

눈물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유절형식의 곡에서 반복되는 뒷. 

부분의 가사그리기도 함께 고려하여 기존의 선율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Falla

는 부형식의 곡에서 재현부가 나타날 때에 단순의 앞의 악곡을 그대로 반복하지 2

않고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는 가사의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음악적인 흥미와 긴

장감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의 부분에서는 기존의 선율은 유지 한 채 반. 

주부에서 최소한의 몇 개음의 변형을 통해 화음을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 

바뀌는 음들은 긴 음가를 지닌 베이스 음 위주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변경으로도 

큰 폭의 차이를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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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마디[ 19] 30-31

종지의 화성진행에도 변화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정격진행으로 바뀐 화성은  . 

나를 위해 슬퍼 울었다 는 좀 더 확실한 화자의 감정 상Por verme llorar, lloraba( )

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음까지 사용하여 더욱 종지감을 주고 있다 마디 피아노7 . 31

의 꾸밈음은 바로 뒤이어 분음표 음형을 같은 손으로 연주해야하기에 지속으로 16

표시되지 않았을 뿐 마지막 도 화음의 중요한 음이므로 페달을 통하여 그 음이 I 3

남아있도록 연주하는 것이 좋다.   

악보 마디 [ 20] 34-37

후주에서는 지속되는 음이 이동하여 긴장감을 유발하고 이는 이끈음인 으로  D F#

까지 이어진다 이 음은 마디의 도 화음이 등장할 때에도 해결되지 않고 남아서 . 36 I

장단 화음의 불협화상태에서 끝맺음한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는 것처럼 화자의 슬7 . 

픈 마음이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긴장감을 남겨둔 채로 다소 열

린 종지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마지막의 음 스타카토는 갑작스럽거나 강한 종결이 . G

드러나서는 안 되며 이전 마디의 잔향처럼 여운을 남기듯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 

곡이 연주가 끝난 뒤에 제 곡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운을 남기는 준비하는 시간에 4

있어서도 남아있는 화자의 감정이 충분히 느껴질 만한 시간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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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곡 IV. 4 Jota

가사와 형식1) 

Dicen que no nos queremos

Porque no nos ven hablar;

A tu corazón y al mio

Se lo pueden preguntar. 

Ya me despido de tí,

De tu casa y tu ventana,

Y aunque no quiera tu madre,

Adiós, niña, hasta mañana.

Aunque no quiera tu madre...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고 수군거려요 다정하게 속삭이는 모습. 

을 볼 수 없으니 그게 정말인지 당신.. 

과 나의 마음에 물어볼까요.

이제 당신에게 작별인사 할래요.

당신의 집과 당신의 창과도 작별인사 

할래요 당신의 어머니가 싫어하셔도. .

안녕 내일 만나요. 

당신의 어머니가 싫어하신다 해도.

빠른 피아노의 연주와 여유 있는 노래 부분이 교대로 등장하여 대비된다 레치타 . 

티보를 연상시키는 노래에 반해 피아노의 간주는 전조를 포함한 다층적인 짜임새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악적인 움직임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준다 다른 곡들이 피아노가 . 

반주의 역할에 충실하고 배경이 되는 음향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는데 반하여 

제 곡의 전주 및 간주들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기악곡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큰 비4

중을 지니고 있다 개의 곡 중 가장 규모가 큰 곡으로 형식적인 구분점이 되는 제 . 7

곡 이전의 전반부를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하며 다소 즉흥적이고 단면적인 민요곡을 5

기악적이고 구성적인 작품으로 끌어올린 다양한 작곡기법들을 엿볼 수 있다.  

형식 마디 조성 템포

전주 1-32
F#

Allgro vivo

A 33-58 Poco meno vivo che
간주 59-90 A-F# Allgro vivo

A’ 91-116 F# Poco meno vivo che

후주 117-139 A-F# Allgro vivo

coda 140-144 F# Tranqui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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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 해설2) 

악보 마디[ 21] 1-8

의 음동기가 주된 악상으로 반복된다 두 마디마다 기타의 라스 F#-E#-F#-D#-C# 5 . 

게아도 주법을 모방한 층거리꾸밈음이 강박을 연주해주고 있으며 음이 동기의 A#

사이사이마다 분음표로 들어가 빠르고 자잘한 음형을 만들어내고 있다 왼손의 16 . 8

분음표 스타카토로 주어지는 의 장 도 음정은 화성적인 목적보다는 타악기적C#-D# 2

인 역할을 하는데 앞의 네 마디에서 규칙적인 도입으로 박자를 분명히 한 뒤 마3 5

디부터는 헤미올라 리듬으로 도입하여 리듬적인 흥미를 더하고 있다.

전주에서의 빠르고 부산스러운 움직임은 본래 춤과 함께 많이 불리는 의 경쾌 Jota

하고 흥겨운 리듬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들 사람들이 Dicen que no nos querenos( -

우리에 대해 수군거려요 라는 가사의 장면을 묘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



- 46 -

악보 마디[ 22] 17-24

 

주제 동기에는 꾸밈음이 붙어 더욱 표현이 강해지며 구성음이 꽉 찬 화음을 연타 

하여 다이내믹의 증가를 돕고 있다 저음역임에도 밀집된 위치의 화음을 사용하여 . 

음향이 강하고 풍부하도록 설정하였음을 볼 수 있다 동일한 화음이 연속적으로 연. 

주되는 가운데 보조음을 포함하는 성부가 헤미올라의 리듬을 만들어내며 진행감을 

주고 있다. 

악보 마디[ 23] 33-36

피아노 음형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 노래가 시작되어 성악 성부가 확연히 돋보 

이도록 배려하였으며 피아노의 도입위치 음가의 길이를 통한 당김음 등으로 박절, 

감을 완화하여 규칙적인 박절감보다는 자유로운 낭송조의 선율이 두드러지도록 하

였다 피아노의 음형 역시 단순한 화음 및 분산화음으로 하나의 층 로 구성된 . (layer)

단조로운 짜임새를 취하고 있어 앞부분과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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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마디[ 24] 45-52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연인과 화자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는 대목으로 넘어 

감에 따라 반주음형은 분음표로 전환된다 선율 역시 연장되어 더 긴 프레이즈를 8 . 

포함하는데 당신과 나의 마음에게 A tu corazon y al mio. Se lo pueden preguntar.(

물어볼까요 라는 내용은 불확실한 화자의 의문이 어긋난 박절로 반복되며 맴도는 )

선율형태와 증 도의 불안한 음정 도약 등을 통해 표현된다4 . 

마디 후반부부터 피아노의 왼손에 전주에서 주요 동기로 사용되었던 음동기가  51 5

활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동기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분음표로 지속되는 . 8

베이스 음이 생략되었으며 테누토의 악상으로 한음 한음을 강조하고 있다 성악C# . 

이 쉬는 부분에 동기작법을 사용함으로써 음악적인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함과 동

시에 양식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전주와 노래부분사이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부

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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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마디[ 25] 57-60

 

주선율의 끝음이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음을 축으로 하여 장조로 전조 C# A

된다 같은 으뜸음 조의 나란한조인 단 도 관계의 두 조를 활용하는 기법은 제 곡 . 3 1

에서도 살펴본 바 있으며 단조였던 제 곡에 반해 제 곡에서는 두 El Paño Moruno 1 4

조 모두 장조로 사용되고 있다 전조되는 부분의 가사가 . Dicen no nos ven hablar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다고 수군거려요 라는 점에서 간주가 전주에서처럼 ( )

장면묘사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악보 마디[ 26] 103-106

 

전체 가사의 중심 문장이라 할 수 있는 당 Y aunque no quiera tu madre, Adiós(

신 어머니가 원하신다 해도 안녕 작별인사 할래요 에 이르러 가장 화려한 음형의 - .)

분산화음 반주형태로 전환된다 화성적 리듬 또한 분 음표 단위로 짧아져 긴장감. 4

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음에서의 페르마타와 를 통해 가사가 극적으로 강dim. Adiós

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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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 27] 125-132

후주에서는 기존의 음동기가 스트레토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왼손의  5 . 

동기에 꾸밈음을 생략한 것은 음 동기를 박자에 스트레토5 3 38)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박절적인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박절감을 해치지 않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처, . 

럼 몇 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특정 동기를 반복하고 변형 발전시키는 고전적 동기, 

작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은 에서 기악적인 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Jota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 곡에서는 피아니스트의 기교와 표현이 성악과 대등한 수4

준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안배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38) 좁은 긴박한 이란 뜻의 이탈리아어이다 주로 푸가 등의 끝부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사용되 , . , ＜ ＞ ＜ ＞

는 수법으로서 그 부분을 긴박부 라고도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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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곡 V. 5 Nana

가사와 형식1) 

 

Duérmete, niño, duerme, 

Duerme, mi alma, 

Duérmete, lucerito 

De la mañana. 

Naninta, nana, 

Naninta, nana. 

Duérmete, lucerito 

De la mañana.

잘 자라 우리 아가, .

귀염둥이 우리 아가.

잘 자라 샛별 같은 우리 아가, .

내일까지.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잘 자라 우리 아가.

샛별 같은 우리 아가.

 

아주 간결한 형식과 소규모의 함축적인 곡으로 극도로 절제된 음의 사용과 표현을  

볼 수 있다 프리지안 선법을 기초로 하되 과 음간의 변화를 활용하여 색채. F# A# A

감을 더하고 있다 곡 전체에 걸쳐 페달음이 예외 없이 사용되어 통일성을 유지. F#

하면서 중심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심음의 이동이나 반주음형의 변화는 나타나. 

지 않으며 아이를 어르는 자장가에 걸맞게 조용하고 차분한 표현으로 진행된다.  

형식 마디 중심음종지음( ) 주요 리듬

서주 1-2

F#A

a 3-4
b 5-6

a’ 7-8

b’ 9-10

A’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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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곡 해설2) 

악보 마디[ 28] 1-10

  

장 화음으로 이루어진 피아노의 점묘적인 음형이 짧은 서주로 제시되고 같은  F# 3

음형이 반복되어 반주역할을 한다 한 마디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리듬은 아이. 

를 안고 흔드는 혹은 흔들리는 요람의 모습을 연상시키며 최면적인 효과를 준다, . 

왼손과 오른손의 엇갈린 리듬에서 저음이 더 늦게 등장함으로써 음향적으로 신비한 

느낌을 자아내며 과 음의 차이에서 오는 모호함이 이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고 A# A

있다.

선율은 셋잇단음표 위주로 진행되어 반주와 혹은 의 복합적인 리듬관계를  3:2 3:4

형성한다 혹은 잘 자라 는 세 번에 걸쳐 등장하는데 동음 장. Duermete, Duerme( ) , 3

도 도약 완전 도 도약으로 점차적으로 움직임의 폭을 넓혀 강조를 주고 있다 마, 4 . 4

디 마디 등에서는 반주와 성악 성부에 와 음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 10 A A#

볼 수 있는데 성악성부의 음이 멜리스마의 끝부분에 보조음으로 처리되어 대사 진

행이 어색하지 않게 들리면서도 독특한 음색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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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마디[ 29] 11-20

는 기본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앞부분을 반복하고 있으나 셈여림의 표현이 더욱  A’

두드러지며 선율 또한 상대적으로 더 움직임이 많고 꾸밈음이 미세하게 추가되었으

며 고음역을 활용하여 작은 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반주에서도 최상성부의 climax . 

움직임을 통해 화음을 좀 더 폭넓은 음역으로 사용하여 다이내믹을 드러내고 있다. 

내일 아침까지 를 긴 음으로 처리하여 종지감을 주고 가사에서 아이de la mañana.(( ) )

가 오랫동안 편히 잠들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였다 잠드는 모습을 와 . rit.

를 사용하여 표현하였고 아주 여린 의 다이내믹에서 음이 생략되고 중간 dim. , ppp 3

음역이 비어있는 공허한 음향으로 사라지듯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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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곡 VI. 6 Canción

가사와 형식1) 

 

Por traidores, tus ojos,

voy a enterrarlos;

No sabes lo que cuesta,

“Del aire”

Niña, el mirarlos.

»Madre a la orilla

Madre« 

Dicen que no me quieres,

Y a me has querido...

Váyase lo ganado,

»Del aire«

Por lo perdido,

»Madre a la orilla

Madre«

날 배신한 당신의 두 눈, 

난 잊을 거에요 그 두 눈을 바라보는 .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댄 몰라요.

허공으로“ ”

소녀여 너의 그 눈빛을 볼 때, 

성모여 내 곁에 아“ , , ”

그대가 지금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 

하네요 예전엔 날 사랑했었는데. ..

내가 얻었던 당신의 사랑은 가고

허공으로 아“ , ”

내가 잃은 사랑으로

성모여 내 곁에 아“ , , ”

간결한 부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마디단위의 프레이즈가 주를 이룬다 연인의  2 3 . 

배신에 대한 화자의 한탄을 노래하는 곡이지만 전체적으로 장조의 밝은 분위기로 

되어있다 다만 기존의 선율을 다른 선법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화성화하여 의 . Falla

독자적인 가사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와 는 선율과 반주 리듬의 측면에 있어서 . A A’

그대로 반복 재현되나 화성적인 배경과 음형을 통한 변화가 주어져 통일성과 다양

성의 적당한 정도를 지키고 있다.

형식 마디 조성 주요 리듬

A 1-15

A

A-Major(Ionian)

E-Mixolydian
선율 반주

A’
1 6 - 3

2

B-Dorian

F#-Aeo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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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마디[ 30] 1-5

두 번째 박이 강조되는 박자의 사용 선율의 각 음에 다양한 아티큘레이션 부여  3 , 

등에서 제 곡 와 유사한 작곡기법을 발견할 수 있다 장조의 근1 El Paño Moruno . A

음과 딸림음인 음이 모두 페달음으로써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페달A, E Dominant 

음은 이 모음곡 안의 대부분의 악곡에서 등장하는 기법으로 의 작풍과 스페인 Falla

민속 음악적 색채를 드러내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의 반복과 한 번의 . 

긴 음을 통해 마디 프레이즈를 구성하고 있고 도 음역에서 순차 하행하는 멜로디3 4

의 특성 역시 스페인 민속음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악보 마디[ 31] 9-12

 

페달음은 딸림음인 음에 집중되고 선율의 움직임이 도에 걸친 음역으로 확대된 E 7

다 등의 가사는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감탄사나 추. “Del aire”, “Madre, a la orilla” 

임새에 가까운 표현으로 쓰였는데 마디와 같이 선율의 중간에 들어갈 경우 쉼표10

를 통해 구분지어 가사의 혼란이 오지 않도록 배려했음을 알 수 있다 마디에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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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피아노의 오른손이 주선율을 한마디 간격으로 모방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선율에서 마디마다 동일한 화성진행 리듬꼴과 악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 

연주자는 이를 단순한 화성적 배경으로 처리할 수 도 있고 특별히 강조하여 돌림노

래의 효과를 낼 수도 있겠으나 마디의 피아노 선율에도 쉼표를 똑같이 모방한 것11

으로 한 마디 간격을 두고 따라 들어오는 분명한 의도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연주. 

자들은 마디의 피아노 선율이 처음 도입되는 부분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다이내10

믹의 안배에 유의하여야 한다.

악보 마디[ 32] 14-18

주요 선율을 음으로 처리하고 변화된 도 화음으로 위종지하는 과감한 방법을  7 VI

택하여 의 감탄사가 돋보이도록 함과 동시에 이 화음을 단조로 향하는 속“Madre” B

화음으로 하여 중심음을 장 도 위로 이동하였다 동일한 선율이 반복 재현되지만 7 2 . 

단순히 지속음을 바꿔줌으로써 전체적인 색채를 변화시키고 선율의 선법이 바뀌는 

효과를 지닌다 온음계적인 순차진행으로 이루어진 주선율은 음고의 변화 없이 장. A

조에서 도리안 선법으로 변형된다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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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마디[ 33] 24-28

같은 방식으로 베이스 음이 으로 바뀌면서 선법은 에올리안으로 전환된다 장 F# f# . 

조음계와 이오니안선법이 동일한 음정간격의 음계라는 점과 앞서 페달음 Dominant

상에서의 선율이 선법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곡의 Mixolydian

전체적인 선법은 으로 밝은 색채의 선법에서 Ionian Mixolydian Dorian Aeolian→ → →

점차적으로 어두운 색채의 선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의 내용에서 .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연인의 배신에서 받은 화자의 상처를 표현하는 가사를 

단순히 단조 혹은 불협화로 표현하는 일차원적인 표현방법 대신에 여러 선법을 활, 

용하여 음색이 어두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세련된 작곡기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성악가는 같은 음고의 선율을 연주하더라도 선법과 중심음의 변화를 음. 

색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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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곡 VII. 7 Polo

가사와 형식1) 

¡

Ay! Guardo una, Ay! 

Guardo una, Ay! 

Guardo una pena en mi pecho, 

Guardo una pena en mi pecho, Ay! 

Que a nadie se la diré!  

Malhaya el amor, malhaya, 

Malhaya el amor, malhaya, Ay! 

Y quien me lo dió a entender! 

Ay!

아 내게 남아 있는 상처! !

아 남아 있는 상처“ !” .

내 가슴에 묻어둔 고통!

아 가슴에 묻어둔 고통“ !” .

누구에도 말하지 않으리!

저주 받을 사랑이여!

아 저주 받을 사랑이여“ !” !

내게 사랑의 아픔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인가 아! !

이전까지의 곡들이 와 로 이루어진 부 형식의 형태를 명확히 보여준 반면 마 A A‘ 2

지막 곡은 선율면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주고 동일한 반복이 없이 하나의 큰 흐

름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피아노는 낮은 음역에 머무르며 가사의 . 

내용에 맞는 어두운 음색을 유지하고 있다 제 곡 에서 사용된 지속음의 이. 6 Canción

동을 통한 선법 변화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아

티큘레이션 기보 기악적인 짜임새와 반주의 대비 레치타티보양식의 독창 헤미올, , , 

라와 당김음 다이내믹 대비를 통한 극적인 표현 열린 종지 등 이전의 곡들에서 사, , 

용된 다양한 작곡기법들이 총체적으로 펼쳐진다. 

형식 마디 지속음 중심음( ) 주요 리듬

전주

전주 1-4
b

삽입구 5-12

간주 13-31 b-f#

A 32-54 b-c#

간주 55-65 b
B 66-84 c#-a-b

후주 85-89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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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마디 [ 34] 5-12 

 

서주에 삽입된 추임새는 제 곡에서의 마지막과 동일한 가사이며 매우 유사 ‘Ay!‘ 1

한 선율로 되어 있다 긴 음가가 유지되는 것과 음으로 넘어갈 때 붙는 꾸밈음. ’y‘ , 

다소 강한 다이내믹에서 시작하여 와 로 셈여림의 변화가 주어진 것 반cresc. dim. , 

복적인 오스티나토 형태의 반주가 배경이 되는 점 등이 일치하며 이는 단순히 스페

인 민요에서 전형적으로 감탄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도 볼 수 있지만 가 자신Falla

이 배열한 일곱 개의 곡의 첫 곡의 끝과 마지막 곡의 시작 부분에 배치하였다는 점

에서 형식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피아노의 반주는 앞서 마디에서 두 마디 단위로 반복되었던 동기를 헤미올라  1-4

리듬으로 활용하고 있다 첫 박을 강조하는 의 셈여림과 악센트 이후에 바로 여린 . f

동음연타가 이어지는 동기는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한탄하는 화자가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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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마디[ 35] 45-48

선율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피아노 음형은 셋잇단음표의 연속으로 화성적인 배 

경에 집중한다 선율은 동음을 반복하거나 긴 음가로 한음에 머물러 몇 개의 음을 . 

강조하였다 선율의 움직임은 멜리스마의 앞뒤에 붙은 짧은 음가의 꾸밈음들에서 .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음계를 타고 미끄러지듯 오르내리는 꾸밈음이 제 곡의 가장 7

큰 선율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반주의 베이스 지속음은 음으로 옮겨져 선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C# C#-Locrian . 

다만 음과 음을 중심으로 구성된 선율로 인해 조성적 중심이 모호해 지는 결과B F#

를 낳고 있다 음계상으로 불안정한 음을 지속음으로 둠으로써 화자의 고통스러운 .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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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마디[ 36] 50-54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리 의 가사를 반주의 중단으로 인 Que a nadie se la diré( )

한 짜임새의 대비로 표현한 것은 제 곡 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2 Seguidilla Murciana

급했던 기법과 일치하며 이때 성악가에게 자유로운 템포와 페르마타를 부여함으로

써 뒷부분과의 대비를 주고 종지감을 강화함과 동시에 극적인 표현을 보여주고 있

다.

악보 마디[ 37] 70-75

비참한 사랑 에 이르러 선율은 가장 높은 음역과 의 셈여림을 보 amor, malhaya!( ) f

이며 꾸밈음 역시 가장 넓은 폭으로 움직여 곡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지속음으로 . 

유지되던 베이스 음 역시 짧은 단위로 자주 바뀌고 선율에도 각각의 음에 악센트로 

힘을 주어 연주하도록 하였다.

가사의 쉼표를 선율에서도 짧은 쉼표로 적용한 점 또한 앞서 제 곡의 해설에서 언6

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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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마디[ 38] 82-89

와 유사한 종지형태로 음에 도달하는 선율에 피아노의 베이스음이 으로 바 A F# F#

뀌어 연주된다 마지막에 중심음을 음으로 이동하여 마치는 것은 화자의 . Dominant

불안한 심정을 여운으로 남기는 제 곡에서의 열린 종지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3

수 있다 제 곡에는 멜리스마를 포함하는 긴 음가의 감탄사가 여러 번 등장. 7 ‘Ay!‘ 

하는데 이는 전체 일곱 곡의 형식적인 관계를 부여하는 기능은 물론 제 곡 안에서 7

반복 재현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정이 고조됨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의 감탄사는 음가가 비록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으나 높은 음역과 강한 다이

나믹 로 끝을 사라지듯 처리하는 다른 감탄사와 달리 로 몰아가는 움직, dim. cresc.

임을 보인다는 점 짧은 꾸밈음 뒤에 이어지는 음에도 악센트를 넣어 강세를 준 점 ,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악곡의 전체에서 쌓아온 감정을 한 번에 분출 할 수 있는 강

한 부르짖음의 음색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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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스페인은 지리적 특성으로 다양한 문화와 교류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다양한 민, 

족이 공존하였으며 이는 각 지방마다 특색있는 스페인만의 민족주의 음악이 탄생하

게 하였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음악가 는 스페인 음악을 널리 알리는. Falla

데 힘썼고 자신만의 개성있는 작곡방식으로 많은 작품들을 썼다 는 스페인 , . Falla

각 지방의 독특한 민속선율이 피아노 반주부와 예술적으로 적절히 어우러지도록 작

곡함으로써 민족적 요소와 유럽의 음악 양식이 잘 결합된 새로운 민족적 음악을 탄

생하게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은 세기에 스페인 음악을 가져온 . Graham Johnson "20

작곡가는 이다 그의 지식과 민요의 사용 그리고 스페인 정신에 대한 충실함Falla . , 

은 그를 스페인의 바르톡과 코다이로 만들었다 고 표현하였으며 이는 널리 공감을 ."

받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성악곡인 일곱 개의 스페인 민속가곡 ' '(Siete Canciones Populares 

은 스페인 각 지방의 민요와 춤곡을 소재로 파리 유학시절에 영향을 받Espanolas)'

은 유럽적 요소와 스페인 민속음악의 요소를 융합하여 작곡한 것이다 이 곡에서 . 

볼 수 있는 드뷔시의 인상주의 음악의 음색과 진행방향의 모호함 그리고 온음계의 , 

사용과 애매한 조성을 통해 프랑스 음악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페. 

인 민요음악의 기본적인 선율과 리듬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화성이나 선법음계 사용

으로 민속적인 색채감을 살려 더욱 예술적으로 표현해냈다 특히 이 작품의 피아노 . 

반주는 스페인 민속악기인 기타의 주법을 피아노 반주로 개성있게 표현했고 기교적

인 피아노 반주를 통해 음악을 더욱 다채롭고 독특하게 만들었다 또한 스페인 전. 

반적인 음악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선법적인 음계와 멜리스마를 적절히 사용하

여 더욱 스페인적인 음악을 만들어 냈다 또 이 곡은 특히 선율의 음역과 주제가 . 

좁고 단순하며 반복적이다 그리고 반종지를 사용하여 곡의 마무리를 모호하게 만. 

들어 여운을 남긴다 무엇보다도 각 곡마다 민속성을 나타내는 헤미올라 리듬과 당. 

김음 리듬의 사용 리듬의 확장을 통해 스페인적인 느낌을 더 잘 살리고 있다, . 

일곱 개의 스페인 민속가곡 은 연가곡은   ' '(Siete Canciones Populares Españolas)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스페인 민요의 선율과 스페인 민속음악의 특징을 사용함으로

써 통일감을 보여준다 의 음악은 스페인 음악의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집약하. Falla

고 있으며 고도로 세련된 스타일로 많은 음악가들과 청중들에게 세계적으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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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다 본 연구자도 졸업연주에 의 곡을 연주하면서 스페인 음악에 대해 . Falla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고 스페인 음악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와 선율 리, , 

듬에 매료되어 더 깊이 스페인 음악을 알고자 연구하였다 앞으로 스페인 예술가곡. 

이 더 많이 알려지고 연주되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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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Manuel de Falla's

Siete Canciones Populares Españolas 

Kim, Hyun joung

Department of music(Major in Vocal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mong the many of Falla's works, which contributed to globalization of 

spanish music, this paper is focusing on <Siete Canciones Populares Españolas>. 

Through many of his works, the development of nationalism in Spain could be 

achieved. Consequently, this has made Falla one of the most famous spanish 

composers since the Renaissance age.  

 

 <Siete Canciones Populares Españolas> was written during the Falla's latter 

years of studying in Paris, (i.e., from 1914 to 1915). It shows the essence of 

spanish song. Most of the songs are dance music in triple time, emphasizing the 

characteristic features the unique spanish rhythms in each song. Furthermore, 

the melody and chord with rich ethnicity were added to the parts. Compared to 

many other spanish composers who merely imitated traditional music, Falla 

wrote new songs taking the materials from the traditional music and 

transforming them into art songs, using modern compositional techniques. Now, 

emotional sensitivity and expressiveness have been added to the songs. 

Moreover, since Falla was influenced by the impressionistic music of Debus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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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features of french music such as mysteriously ambiguous tones and 

unclear keys appear in Falla's music. 

 The main interest of this paper focuses on understanding of the unique and 

characteristic features of spanish songs of the 19th century through analytical 

study of Falla's <Siete Canciones Populares Españolas>.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providing a foundation for a scholastic interpretation of the songs.

Key words : Manuel de Falla, Spain music, folk song, nationalism in music

Student Number : 2012-2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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