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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R. Schumann Humoreske, Op. 20
M. Ravel Valses Nobles et Sentimentales
C. Franck Prelude, Choral et Fugue의 연주
및 연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과 피아노전공
임수지

본 논문은 본인의 석사과정 졸업연주 프로그램인 R. Schumann
Humoreske, Op. 20. M. Ravel Valses Nobles et Sentimentales. C.
Franck Prelude Choral et Fugue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위 세 곡이
작곡된 시기의 시대적 배경과 특징을 알아보고, 각 곡의 분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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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먼저 슈만(R. Schumann 1810-1856))의 Humoreske, Op. 20의 제
목은 라틴어의 'humor'에서 파생되었으며, 이 용어를 음악의 표제로서
처음 사용한 사람이 바로 슈만이다. 이 곡은 성격에 따라 크게 5부로 구
성되어 있는 캐릭터피스로 이는 다시 보다 작은 부분들로 세분화된다.
각기 독립성을 갖고 있는 5개의 부분들은 각각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두번째로 라벨(M. Ravel 1875-1937)의 Valses Nobles et
Sentimentales는 중기작품으로 7개의 왈츠와 에필로그로 구성된 모음곡
형태의 곡이다. 이 곡은 비엔나 왈츠의 경쾌한 리듬과 단순한 형식이 라
벨의 세련되고 정교한 선율, 화성, 리듬으로 채색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크(C. Franck 1822-1890)의 Prelude, Choral et
Fugue는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곡집의 전주곡과 푸가에서 악상을 얻었
으며 전주곡과 푸가 사이에 코랄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삽입하여 이를 프
랑크만의 반음계적 어법과 낭만주의 화성을 바탕으로 확대하였다. 각
부분의 주제들은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발전되는 순환형식을 바탕으로
하여 곡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주요어: 슈만, 라벨, 프랑크
학번: 2012-2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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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논문은 본인의 석사과정 졸업연주 프로그램인 R. Schumann
Humoreske, Op. 20. M. Ravel Valses Nobles et Sentimentales. C.
Franck Prelude Choral et Fugue에 대해 연구하려고 한다. 본인은 먼저
위 세 곡이 작곡된 시기의 시대적 배경과 특징을 알아보고, 각곡의 분석
을 통하여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하고자 한다.
19세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하나인 슈만은 낭만주의 시대
의 사조를 표현하기 위해 음악외적인 소재를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그는
이러한 다양한 소재들을 통하여 인간의 감정을 추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슈만의 진가는 성격소품이라는 장르에서 빛을 발
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장르의 대표작인 Humoreske에 나타난 슈만의
낭만적이고 실험적인 정신 및 작곡기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라벨은 19세기 프랑스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이다. 그의 음악은
뚜렷한 형식이 특징적이며 자신만의 혁신적인 화성을 통한 색채감 있는
음향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라벨의 작품들은 창작시기와 음악적 경향에
따라 초기, 중기, 후기의 3시기로 구분된다. Valses Nobles et
Sentimentales는 독자적인 작곡 스타일이 형성되는 완성기인 중기의 작
품이다. 이 작품은 라벨의 고전적인 경향을 잘 드러내주는 대표작이다.
그는 과거 시대의 형식과 구조를 사용함에 능하였고 특히나 춤곡의 양식
과 리듬을 즐겨 사용하였다. 이 작품은 과거의 비엔나 왈츠를 떠올리게
하는 7개의 왈츠와 에필로그로 구성된 모음곡 형식이다. 본 논문을 통하
여 이 작품이 작곡된 배경과 라벨의 음악 어법을 살펴보려 한다.
- 7 -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낭만주의 작곡가인 프랑크는 파리에서 교회의
오르가니스트, 파리음악원 교수로 활동하며 당시 프랑스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Prelude, Choral et Fugue는 프랑크 노년기의
작품으로 그의 작곡어법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작품은 J. S. 바흐의 전주
곡과 푸가에서 악상을 얻어 작곡되어 바로크 음악의 특징이 곳곳에 드러
난다. 프랑크는 이를 반음계적 어법, 낭만주의 화성과 융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확립하였다. 또한 곡 전체를 순환형식의 주도하에 두어
유기적인 통일성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에서는
Prelude, Choral et Fugue가 작곡된 당시 음악적 배경과 순환형식을 살
펴보고 바로크적인 기법이 낭만주의적인 요소와 어떻게 융합, 확대되었
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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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R. Schumann Humoreske, Op. 20
(1) 작품배경

낭만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하나인 슈만이 활동하던 19세기는 정
치, 경제, 사회 여러면에서 큰 변화를 겪는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유럽
의 산업혁명을 좀더 크게 확산시키고 사회는 좀더 과학화, 물질화, 합리
화되어지게 된다. 이 같은 경제적 발전과 이로 인한 물질의 풍요는 일반
대중들에게 보다 폭넓은 사회참여와 문화활동 참여를 가능케 했다.1) 이
러한 시대적 풍조를 통해 예술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형식과 틀을 고수하는 엄격함과 음악 그 자체를 중요시하던 순수음악으
로 대표되는 종전의 고전주의에 대한 반동이었다. 따라서 이를 탈피하고
자 했던 노력은 낭만주의의 부흥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의 작곡가들은
자유, 환상, 꿈, 유머, 풍자 등의 음악외적인 독특한 소재를 주관적 감정
표현을 통해 시적이고 낭만적으로 표출했으며, 자유로운 인간의 감정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였다.2)
이러한 낭만주의 정신을 담아내기 위해 고전시대의 소나타 형식으로
대표되는 절대음악에서 벗어나, 짧고 즉흥적인 묘사 중심적 음악들이 성
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조의 중심에는 ‘성격소품(Character
1) 노정희, 이재선, 김재경, 정신자, 『서양음악의 이해』(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99), 182.
2) 주성희, “Schumann,” 『International Piano』 2 (201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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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ces)’3)이 있었다. 성격소품이 19세기 전반기에 이른바 “낭만주의” 작
곡가들에게 선호된 이유는, 형식이 매우 간단하고 작곡가의 갖가지 기분
이나 감정, 판타지 등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4) 특히 슈만
의 진가는 성격소품을 통해서 드러나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큰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와 관련된 정황이나 인물을 묘사한
것, 하나의 철학적 상념을 특정한 부제 없이 추상적으로 모은 것, 마지막
으로 형식의 접목으로 또 다른 형식과 표현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분되며《유모레스크》(Humoreske, Op. 20)는 특정 부제 없이 추상적
인 상념을 모은 부류에 속한다.
‘Humoreske’의 어원은 라틴어의 ‘humor’에서 파생되었는데 당시 19세
기에 널리 보급된 유머러스한 성격을 띤 기악곡을 일컬었으며 처음으로
이 용어를 음악의 표제로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슈만이다. 유머레스크는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이다. 이것은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 등 여러 가
지 감정이 교차한 상태, 또는 오히려 감정이 얽혀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5)
1838년 슈만이 빈에 머물 당시 쓴 이 곡은 1839년 요셉 휘슈호프
(Joseph Fischhof)에 의해 출판되었다. 그는 이 곡을 1주일 동안 계속해
서 작곡했다고 하였는데, 1839년 3월 11일 클라라에게 보낸 편지에 “나
는 일주일 내내 피아노에 앉아서 작곡하고, 쓰고, 웃고, 울기를 반복하였
3) 성격소품(Character Pieces) : 독일어인 Charakterstück에서 유래한 용어로, 19세기 음악 중 특
정한 분위기나 사상을 담은 짧은 음악작품을 말한다.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과 관련이 깊다. 대
부분의 캐릭터 피스들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고, 주로 A-B-A의 3부 형식으로 되어
있다. 독일의 리트처럼 표현적 선율과 화성을 강조했다.
4) 김용환, 『서양음악사 5 - 19세기 음악』 (서울: 음악세계, 2005), 148.
5) 음악세계,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⑭-슈만』, (서울: 음악지우사, 2002),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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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든 과정이 나의 ‘대 유머레스크
(großen Humoreske)’에 잘 묘사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6)라고
했다. 슈만의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곡에는 그의 내면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극단적인 성격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것
으로 나타난다. 또한 슈만은 이 작품을 “가장 멜랑꼴리”한 작품으로 특
징짓기도 하였다.7) 이 곡은 총 연주시간이 30분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크
며,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다시 보다 작은 부분들로 세분화된
다. 각기 독립성을 갖고 있는 5개의 부분들은 각각 하나의 주제를 바탕
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5부분의 조성 구성을 살펴보면, 중심이 되는 B
♭장조와 그에 따른 관계조인 g 단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이는
극단적으로 변하는 곡의 분위기와 상충하며 곡을 진행시킨다. 또한 이
곡에는 슈만의 피아노음악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대담한 화성의 표현
과 페달의 다양하고 실험적인 사용과 왼손에서의 중요한 멜로디나 리듬
의 출현 등의 특징도 나타난다.

6) Peter Ostwald, Schmann: The Inner Voices of a Musical Geninus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85), 146.
7) Eric Frederick Jensen, Schuman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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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연구

성격에 따라 크게 5부로 구성되어있는 유머레스크의 구조와 조성은 다
음 표와 같다. <표 1>
<표 1>
부분
구조
제 1부 A(a-b-a’) - B – C – B’ - A’
제 2부 A – B – C – A’ - Codetta
제 3부
A – B – A’- Codetta
제 4부
A-B-C-C'-D
제 5부
A(a-a') - Coda

중심조성
B ♭ Major
g minor
g minor
B ♭ Major
B ♭ Major

제 1부에서 제 4부까지는 확장된, 혹은 변형된 3부 형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 1부의 A부분은 또 다른 3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부
와 3부, 그리고 제 5부의 마지막에서는 Codetta와 Coda를 넣어 종지감을
보다 강화하였다. 또한 5부분 모두 기본 조성인 B♭ Major와 그의 관계
조인 g minor이 중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 제 1부

제 1부는 확장된 3부형식으로 구조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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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분
A(a-b-a')
B
C
B'
A'

마디
mm. 1-36
mm. 37-80
mm. 80-190
mm.
191-238
mm.
239-250

빠르기
조성
Einfach (♩= 80)
B♭-G♭-B♭
Sehr rasch und leicht B♭
(♩=138)
Noch rascher
g-B♭-g
Erstes Tempo
B♭
Wie im Anfang
B♭

Einfach (단순하게) - A

제 1부분의 서주(Introduction)로 볼 수 있으며 꿈꾸는 듯한 서정적인
부분이다. 조성은 B♭ Major이며 오른손 상성의 주선율부터 화성의 근
간인 왼손의 베이스까지 3성부가 분산화음으로 계속된다. 주제선율인
G-F-E♭-D-C-B♭의 하행 진행은 슈만이 자주 사용하던 선율의 흐름
중 하나이다. <악보 1>
<악보 1> mm.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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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hr rasch und leicht (매우 빠르고 가볍게) - B

서정적인 Einfach의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는 가벼운 부분으로 Einfach
와 마찬가지로 B♭Major의 3성부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곡은 계속되는
빠른 16분음표 리듬 패턴(♪♬ ♫)이 주도적이다. 이 리듬 패턴의 모티
브가 반복될 때 f와 p의 다이나믹의 급변을 보여줌으로써 익살스러운 느
낌을 잘 표현하고 있다. <악보 2>
<악보 2> mm. 37-41

Noch rascher (더욱 빠르게) - C

못갖춘마디의 pp로 시작하는 이 부분은 조성이 g minor로 바뀌었으며
앞보다 더 빠른 템포를 요구한다. 오른손에서 ♪♬의 리듬패턴이 계속되
며 양손이 교차되는 테크닉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왼손으로 연속되는 C
음을 페달과 함께 액센트로 연주하게 된다. <악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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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mm. 80-91

Erstes Tempo (처음 템포로) - B’

처음의 템포로 돌아가라는 지시가 있어 Sehr rasch und leicht의 움직
임으로 돌아가게
된다.
Wie im Anfang (처음과 같이) - A’

서주인 Einfach와 같은 움직임으로 돌아가는 부분으로 1부를 pp로 조
용히 마무리한다.
2) 제 2부

제 2부는 A – B – C – A’ 에 Adagio의 짧은 Codetta로 마무리되
며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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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부분
A
B
C
A'
Codetta

마디
mm.
251-274
mm.
275-357
mm.
358-482
mm.
483-504
mm.
505-513

빠르기
Hatig (♩=126)
Nach und nach schneller
Nach und nach immer lebhafter
und stärker
Wie vorher
Adagio

Hastig (성급하게) - A

조성
g-c-g
g-B♭
d-a-e-g
g-B♭
B♭

g단조의 서정적인 제 2부의 시작은 중간의 내성부(Innere Stimme)가
기보되어 있어 악보가 3단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클라라 슈만의 설
명에 의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선율이 연주되지 않고 단지 자신의 마
음속에서 조용히 노래되는 선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8) 오른
손 상성부의 8분음표 선율을 따라가면 내성부의 선율이 숨어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흐름은 왼손의 베이스 선율이 주도하며 흘러간
다. 오른손에서는 16분음표 리듬패턴이 계속되는데 성급하게(Hastig)라
는 지시는 이 리듬패턴의 강박에 나오는 16분쉼표에 의해 발생한다.
<악보 4>
8) 음악세계,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⑭-슈만』,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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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mm. 251-256

Wie außer Tempo (템포에 구애받지 않고) - B

이 부분은 오른손의 당김음이 계속되는 불안한 느낌이 든다. 오른손은
템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는 반면 왼손에는 2/4 리듬의 본래
의 박자를 유지하라는(Im tempo) 지시가 있어 연주자에게 혼돈을 줄 수
있다. 여기서 슈만의 단순함과 부조화를 동시에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
다. <악보 5>
<악보 5> mm. 28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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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김음의 리듬은 m. 314부터 점점 더 빠르게(Nach und nach schneller)
연주된다. <악보 6>
<악보 6> mm. 314-310

Nach und nach immer lebhafter und stärker (점점 더 활발하고
강하게) - C

조성은 d단조이며 f의 큰 다이나믹으로 스타카토와 부점 리듬패턴이
반복된다. 또한 왼손이 오른손을 모방하면서 진행한다. 화성은 하나에 정
착하지 않고 계속 빠르게 변하면서 모방적인 코드 진행이 이루어진다.
Dm-Am-Em 등의 다양한 화성이 진행되다가 결국 G단조의 딸림음조인
D장조에 도달하는데 여기서 슈만은 D음을 페달 포인트(pedal point)가
나타나며 pp까지 작아진다. <악보 7> 이어서 Hastig부분의 화성을 바
탕으로 한 코랄부분이 장식음에 의해 장식되며 나온다. <악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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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mm. 423-430

<악보 8> mm. 447-458

Wie worher (처음으로) - A’

A부분인 Hastig의 선율이 다시 반복된다.
– Codetta
제 2부를 마무리해주는 Codetta부분으로 B♭Major로 마무리된다.

Adagio

3) 제 3부

제 3부는 A – B – A’의 3부형식으로 제 2부와 마찬가지로 Adagio
Codetta를 가진다. 제 3부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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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부분
A(a-ba')
B
A'
Codetta

마디
mm.
514-549
mm.
549-614
mm.
615-639
mm.
639-642

빠르기
Einfach und zart(♩
=100)
Intermezzo(♩=126)
(♩=100)
Adagio

Einfach und zart (단순하고 부드럽게) - A

조성
g-B♭-g-c-g
B♭-d-B♭
g-B♭-g-c-g
A♭-g

g 단조의 3부형식(a-b-a’)으로 4/4박자이다. 대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외성과 내성의 구분이 잘 드러난다. 화성은 6도 병진행이 많이 사
용되었으며 임시표의 잦은 사용으로 색채감이 풍부하다. <악보 9>
<악보 9> mm. 514-522
6도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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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ezzo (간주곡) - B

16분음표의 빠른 진행이 돋보이는 Intermezzo는 Einfach und zart와
마찬가지로 모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B♭Major인 이 부분은 오른
손 상성의 B♭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는 페달포인트의 효과를 가져
온다. 내성인 2성과 3성은 대부분 3도간격으로 병진행한다. <악보 10>
m. 585부터 m. 593까지 16분음표의 옥타브 진행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화려한 테크닉을 요구한다. <악보 11>
<악보 10> mm. 549-554

<악보 11> mm. 58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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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A'
Einfach und zart의 선율이 반복된다.

M. M.

– Codetta
제 2부와 마찬가지로 짧은 Codetta로 곡이 마무리된다.

Adagio

4) 제 4부

제 4부는 A-B-C-C'-D의 구조로 변형된 3부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구
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
<표 5>
부분
마디
A mm. 643-692
B mm. 693-788
C mm. 789-810
C' mm. 811-832
D mm. 833-860

빠르기
Innig
Sehr lebhaft(=76)
Immer lebhafter
Stretta
Mit einigem Pomp(♩=92)

Innig (내면적으로) - A

조성
B♭-g-B♭
g-d-c-B♭
B♭
B♭
c-E♭-G-C-A
♭-F

B♭ Major 온화한 8마디의 선율로 시작한다. 오른손의 옥타브 선율과
베이스는 같은 부점 리듬으로 진행하며 내성부는 8분음표로 이어진다.
이 8마디의 선율이 3번 반복되며 론도 형식을 확립한다. 8마디는 다시 4
마디씩 구분할 수 있으며 슈만은 4마디마다 리타르단도(ritardando) 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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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 부분이 충분히 노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악보 12> m. 651부
터는 보다 빨라지면서(Schneller) 오른손과 왼손의 코드가 빠르게 교차한
다.
<악보 12> mm. 643-650

Sehr lebhaft (매우 활발하게) - B

Innig와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부분으로 빠른 오른손의 16분음표 패시
지가 끊임없이 계속된다. <악보 13> 오른손과 왼손에 걸쳐서 부점리듬
이 계속되며 fff의 다이나믹까지 몰아친다.
<악보 13> mm. 693-698

- 23 -

Immer lebhafter (더 활발하게) - C

앞부분의 종결부에서 fff의 다이나믹으로 몰아치다가 Immer lebhafter
는 갑작스러운 p로 작게 시작한다. 왼손에서는 2마디와 4마디 단위로의
동형진행과 약박에서의 액센트로 긴장감을 쌓아나간다. <악보 14>
<악보 14> mm. 789-792

Stretto (긴장감 있게) - C'

C부분과 마찬가지로 동형진행의 반복과 약박에서의 액센트가 특징적
이다. 양손모두 반음계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pp의 다이나믹으로 시작하
여 ff의 더블옥타브로 화려하게 끝난다. <악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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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mm. 811-832

Mit einigem Pomp (어느 정도의 화려함으로) - D

주로 코드와 옥타브로 구성되어 있으며 2마디 단위로 반복되는 리듬이
계속된다. 왼손과 오른손 모두 약박에 sf와 액센트를 사용하였다. <악보
16> 조성은 c-E♭-B♭-G-C-A♭으로 다양하게 전조되다가 마지막은 B
♭Major의 딸림음조인 F Major가 되어 마지막 악장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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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mm. 833-836

5) 제 5부 Zum Beschluß (마지막에)

제 5부는 이 대곡을 종결하는 마지막 부분으로 A(a+a')-Coda로 구성
된 2부형식이며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6>
<표 6>
부분
A(a+a')
Coa

마디
mm. 861-951
mm. 952-963

빠르기
♩=112
Allegro

B♭
B♭

조성

♩=112 - A
서두에 나오는 8분음표의 음형이 여러 성부를 넘나들며 다양한 다이나
믹으로 변형되어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대위법적인 모방이 이루어진다.
<악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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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mm. 861-874

mm. 946-951에 걸쳐서 같은 멜로디가 옥타브로 상행하면서 세 번 반
복되며 다음에 나올 화려한 코다에 대한 기대감을 준다. <악보 18>
<악보 18> mm. 94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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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a
이어 급작스런 Allegro로 코다가 시작된다. 양손 모두 반음계적으로
움직이며 곡 전체의 조성인 B♭이 sf와 함께 등장하여 강조된다. B♭부
터 반음계적으로 내려오는 선율이 옥타브로 상행 이전하며 세 번 반복되
고 화려하게 끝이 난다. <악보 19>
Allegro

<악보 19> mm. 952-963
반음계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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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 Ravel Valses Nobles et Sentimentales
(1) 작품배경

라벨은 1875년 스페인 국경 가까운 남부 프랑스 출신의 아버지와 스페
인 북부 바스크(Basque)지방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
려서부터 체계적이고 훌륭한 음악 교육을 받았으며, 1889년 파리음악원
에 들어가 작곡과 피아노를 배웠다.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라벨은 다수
의 피아노곡을 작곡하였고,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 양식들을 피아노 음악
에 먼저 선보이곤 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여러 예술 사조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스페인과
러시아의 음악 및 상징주의 시인들과 인상주의 미술과 관련된 회화적인
소재뿐만 아니라 1889년 만국 박람회에서 접하게 된 이국적인 음향과 고
대의 예술에 매력을 느꼈다.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은 라벨의 음악은 인
상주의라 부를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한 동시에 뚜렷한 형식을 바탕으로
하여 명백히 드러난 주제와 종지, 화성구조 등의 음악적 재료를 사용하
여 신고전주의적인 특징 또한 가지고 있다. 그의 작품은 창작 시기와 작
곡기법에 따라 3기로 분류되며 각 시기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제 1기는 1876-1905까지의 작품들로 인상주의적인 음악기법과 샤브리
에(Alexis Emmanuel Chabrier 1841-1894), 사티(Erik Satie, 1866-1925)
등의 영향이 나타난다. 이 시기는 라벨이 피아니스트로부터 작곡가의 길
로 들어서고 있는 작곡활동의 초기로써 상징주의 문학가들의 시와 문학
등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드뷔시(Claude Achille Debussy, 1862-191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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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하에서 자신의 음악세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한 시기이다.
제 2기 1905-1918, 라벨이 30세로 접어드는 중기의 작품들은 작곡가로
서의 성숙과 독자적인 작곡 스타일이 형성되는 완성기로 볼 수 있다. 그
의 작품은 이국적인 요소와 민속적인 요소를 구사했고, 색채적인 화성과
선법을 사용해 조성이 흐려지는 경향이 나타나며 형식적으로는 전주곡과
푸가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고 고전적인 면모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제 3기 1918-1937, 개성적인 음악세계가 확립된 시기로, 낭만주의적인
경향과 재즈의 리듬을 사용하여 자신의 작곡세계를 더욱더 깊이 표현하
는 원숙기이다. 지금까지의 순수한 신고전주의적인 작품은 없어지고 동
적인 감정표현, 은밀하게 느껴지는 곡조 같은 요소가 더해져 점점 인간
적인 감수성을 내포한 낭만주의적인 경향을 보였다.
《우아하고 감상적인 왈츠》(Valses Nobles et Sentimentales)는 1911
년 작곡된 중기의 작품으로 예민하고 명확한 스타일을 취하는 고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작품으로 8개의 짧은 곡들로 이루어져 있다. 라벨은
이 곡이 “슈베르트의 월츠를 염두에 두고 작곡되었으며, 여기서 <가스파
르>의 비르투오직한 요소들은 훨씬 명료한 양식으로 바뀌어 날카로운
화음과 형식을 이룬다.”고 말한다.9) 여기서 슈베르트의 왈츠는 《34개의
감상적인 왈츠》(34 Valses Sentimentales)와 12개의 《고귀한 왈츠》
(Valses Noble D. 779)를 가리킨다. 라벨이 슈베르트의 연쇄적인 왈츠구
성을 본보기로 작곡한 것은 사실이나 주제나 선율들을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다.
이 곡은 루이 오베르(Louis Francois Marie Aubert, 1877-1968)의 연
9) 서혜영, 『20세기의 피아노음악』 (서울: 지음, 200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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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파리 살 가보의 독립음악협회(Société Musicale Independante)연주
회에서 초연되었으며 이듬해인 1912년, 무용가 나타샤 트로하노바의 의
뢰를 받아《꽃의 탄식》(Adélaide, ou le langage des fleuers)이라는 표
제가 붙은 발레음악으로 편곡되었다. 《꽃의 탄식》은 1820년 파리의 아
델라이드라는 고급 기녀의 집을 배경으로 변덕스러운 아델라이드와 그녀
의 사랑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로레당과 공작의 이야기를 줄거리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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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연구

이 곡은 비엔나 왈츠의 경쾌한 리듬과 루바토, 균형 잡힌 프레이즈, 단
순한 형식, 그리고 예기치 못한 섬세한 화성 변화 등이 라벨의 세련되고
정교한 선율, 화성, 리듬으로 채색되어 있다. 곡의 구성은 7개의 왈츠와
마지막 에필로그로 되어있으며 마지막 곡인 에필로그에서는 앞서 나온 7
개의 왈츠에서 제시된 주제들이 파편적으로 등장하여 순환적 성격이 나
타난다. 각 왈츠의 대부분이 8마디의 기본 악절로 구성되어 있어 분명하
고 뚜렷한 작곡어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왈츠의 끝 음과 다음 왈츠의
시작 음이 일치되어 곡 전체가 유기적인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악보
20-26>
<악보 20> 제 1곡 끝, 제 2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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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제 2곡 끝, 제 3곡 시작

<악보 22> 제 3곡 끝, 제 4곡 시작

<악보 23> 제 4곡 끝, 제 5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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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제 5곡 끝, 제 6곡 시작

<악보 25> 제 6곡 끝, 제 7곡 시작

<악보 26> 제 7곡 끝, Épilogue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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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de ́r e ́_trè ́s franc (보통빠르기로-아주 솔직하게)

제 1곡은 G Major의 4분의 3박자이며 ABCA‘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있
다. 곡의 처음에 명시된 ‘trè́s franc 아주 솔직하게’의 성격은 명확한 리
듬을 통해 드러난다.
A부분은 전형적인 왈츠 리듬(♫♩♩)의 4마디 모티브로 시작된다. 이
는 강한 불협화음에 의해 약박인 세 번째 박이 강조된다. <악보 27>
<악보 27> mm. 1-4

G Major의 Ι도로 시작된 A부분은 9마디부터 D Major의 ⅱ로 전조되
며 15마디의 Ⅴ를 지나 ff의 13화음이 나온 후 20마디에서 Ⅰ로 정격 종
지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m. 17의 Ⅴ진행 중 D Major음계 음이 총망
라 하듯이 나오지만, Leading tone인 C#을 의도적으로 피함으로서 조를
애매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10) <악보 28>
10) 김하나, “Maurice Ravel의 Valses Nobles et Sentimentales 연구 분석,”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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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 mm. 15-20

이어지는 m. 21부터의 B부분은 다이나믹이 ff-f-mf-p-pp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A부분의 핵심 리듬(♫♩♩)도 다시 나타나는데, A부분에는 세
번째 박이 액센트로 강조된 반면, B부분에서는 mf의 셈여림으로 첫 박
이 강조된 형태로 등장한다. m. 29에서는 오른손 A#-E#-G#-D#의 짧은
선율이 리듬 축소의 형태로 변형된다. <악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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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9> mm. 21-35

리듬축소

세 번째 부분인 C부분은 A부분의 시작과 같은 리듬인 ♫♩♩로 시작한
다. 하지만 A부분의 시작은 양 손 모두 상행으로 도약 진행하지만 C부
분은 오른손은 하행, 왼손은 상행으로 도약 진행하여 양손이 반진행의
형태로 나타난다. <악보 30> 또한 m. 57부터 m. 60까지는 오른손 외성
과 내성이 반음계로 반진행을 이룬다. 이때 왼손의 베이스는 주로 완전
4도 관계로 5도권 진행을 하며 12개의 반음이 모두 제시된다.
<악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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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mm. 45-48

<악보 31> mm. 57-60

D

G C

F B♭ E♭ G# C# F#

B

E A

m. 61부터 A'부분이며 A부분과 비슷하게 전개된다. 그러나 A부분은
G Major의 딸림음조인 D Major로 끝났지만 A’에서는 원조인 G Major
로 끝나며 전통적인 고전주의 화성구조에 부합한다.
2) Assez lent_avec une expression intense (아주
느리게-강렬한 표현을 가지고)

이 곡은 첫 번째 왈츠와는 대조적으로 감상적인 분위기로 곳곳에 루바
토가 등장하는 느린 왈츠로 중심조성은 g minor이다. 구성은 AA’의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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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며 이는 각각 aba'c, a"b’a"'c’의 구조로 보여진다. 또한 이 왈츠는
8마디단위의 악절이 8번 나오는 매우 명확한 구도로 이루어져있다. 리듬
은 단순한 편이지만 풍부한 색채감의 화성들이 조용한 다이나믹으로 표
현된다. 서주인 a는 긴장감을 주는 증3화음의 병행으로 시작된다.
<악보 32>
<악보 32> mm. 1-2

8마디의 a서주가 끝난 후 이어지는 b부분은 m. 16까지 이어지는 G-D
베이스 선율위에 왈츠 주제선율이 등장한다. ♩♩♩의 단순한 리듬위에
흐르는 선율은 장식음에 의해 반복된다. <악보 33>
<악보 33> mm. 9-14

G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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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D

G

D

c부분은 an Mouvt-un pen plu s et rubato (점점 느려지면서- 루바토
의 움직임으로)라는 지시어가 있어 보다 자유로운 템포로 연주가 가능하
다. <악보 34> 이어서 2부형식의 두 번째 부분인 A’부분이 이어진다. 앞
선 A부분에 비해 더 넓은 음역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b’부분의 베
이스에서 g가 반복되며 곡의 중심조성을 분명하게 해준다. 또한 단3화음
과 감3화음이 교대로 왈츠 선율을 장식함으로써 mystérieux의 성격을
더해준다. <악보 35>
<악보 34> mm. 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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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5> mm. 41-44

g

단3

g 감3

g

단3

g

감3

3) Modéré (보통 빠르기로)

제 2번곡과 대조적으로 가벼운 분위기의 세 번째 곡은 첫 번째 왈츠와
같이 ABCA’의 4부분으로 되어 있다. A와 B는 각각 8마디단위의 규칙적
인 악절로 되어있는 반면 C부분은 8마디, 7마디, 9마디의 불규칙한 3개
의 악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A’부분은 8마디의 악절과 8마디의 종결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3 왈츠에서는 전 부분에 걸쳐 고대 교회 선법이 쓰였
는데 주로 Aeolian 선법과 Dorian 선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A부분의 왼손 베이스에서 E음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E
Aeolian 선법(E-F♯-G-A-B-C-D)으로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악보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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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 E Aeolian 선법

<악보 37> mm. 1-4

E

E

E

E

A부분은 8마디의 주제제시 후 아르페지오에 의해 보다 풍성하게 장식
되어 반복된다. 이어지는 B부분은 mm. 17-21에 걸쳐 오른손 상성부에서
E Dorian 선법(E- F♯-G-A-B-C♯-D)이 사용되었다. <악보 38-39>
<악보 38> mm. E Dorian 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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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9> mm. 17-20

B부분의 또 다른 주목할 점은 mm. 25-31에 당김음이 사용된다는 점
인데 이는 헤미올라(hemiola)리듬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악보 40>
<악보 40> mm. 25-27

C부분은. 8+7+9의 3개의 불규칙한 악구로 진행된다. m. 33부터 선율은
상성부의 6음을 첨가한 3성부로(혹은 장7화음) 병진행 되고 있다.11) 이
때 왼손에서는 오스티나토의 역할을 하는 음이 등장한다. mm. 33-40은
F#, mm. 41-56까지는 B음의 오스티나토가 왼손에서 계속된다. <악보
41>
11) 문보라, “M. Ravel의 『Valses Nobles et Sentimentales』 연구 분석,”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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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 mm. 33-34, mm. 41-42

또한 A’부분이 나오기 전에도 mm. 48-56의 9마디에 걸쳐 B 오스티나
토 위의 헤미올라가 등장한다. <악보 42>
<악보 42> mm. 48-56

- 44 -

m. 57부터는 A’부분으로 A부분의 선율이 보다 풍부한 화성과 함께 등
장한다. 이 왈츠는 종결되는 느낌 없이 4번 왈츠의 리듬을 암시하며 다
음 곡으로 연결된다. <악보 43>
<악보 43> 3번곡 끝 mm. 71-72, 4번곡 시작 m. 1

4) Assez animé (매우 생기있게)

3번 왈츠의 리듬을 이어받아 시작되는 4번 곡은 3부형식(ABA’)로 구
성되었으며 곡의 악절도 매우 헤미올라 리듬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곡
이다. <악보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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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 mm. 1-4

헤미올라 리듬으로 6마디까지 진행된 후 셋잇단음표의 즉흥적인 부분
이 등장하는데 이는 긴 이음줄의 왼손에 의해 반주된다. 이 왼손 반주는
페달효과를 가져오는데 관현악곡에서는 첼로파트가 연주한다.
<악보 45>
<악보 45> mm. 7-8

이 왈츠는 헤미올라 리듬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B부분의 mm. 27에
등장하는 3박자의 정박 리듬(♩♩♩)이 오히려 특별하게 느껴진다.
<악보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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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6> mm. 25-27

mm. 39부터 베이스의 진행은 5번왈츠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준비해
준다. 베이스는 C♯-B♭-E♭-A♭으로 주로 5도 하행의 진행을 보이며,
A♭의 이명동음인 G♯으로 연결되면서 다음 곡으로 이어진다.
<악보 47>
<악보 47> mm. 39-46

C#

B♭
이명동음

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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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esque lent_dans un sentiment intime (거의
느리게-내적인 감정을 가지고)

제 5곡은 다이나믹의 범위가 ppp부터 mp까지로 매우 조용하게 연주되
는 곡이다. 이러한 다이나믹은 매우 상세하게 표기되어있다. 중심조성이
E Major인 이 곡의 구성은 ABCA’의 4부분으로 되어있는데, B와 C부분
은 E Major의 나란한 조인 c♯ minor이며 A’에서는 다시 원조인 E
Major로 돌아온다. 리듬은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이 지배적으로 나타난
다.
시작부분은 Ⅳ-ⅱ-Ⅴ-Ⅰ로 진행되며 E Major의 조성이 확고해진다.
<악보 48>
<악보 48> mm. 1-4

E M : Ⅳ

ⅱ

Ⅴ

Ⅰ

c♯ minor인 B부분에서 오른손의 3도내성은 반음계로 하행진행하며
베이스는 완전 5도 진행으로 움직인다. 또한 네마디의 프레이즈가 끝나
고 성악곡에서 볼 수 있는 쉼표가 표기되어 프레이징을 마무리해준다.
<악보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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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9> mm. 9-12

C -완전5도-> F - 완전5도->B

C부분은 매우 유동적으로(trés fluide) 움직인다. la partic supérieure
en dehors(상성을 두드러지게)연주하라고 지시되어 있으며 이때 베이스
는 완전5도와 8도의 간격으로 진행된다. <악보 50>
<악보 50> mm. 17-20

다시 E Major로 돌아온 A’부분은 A에서 제시된 선율이 한 옥타브 아
래에서 나오며 Retenez와 Ralenti를 거쳐 마무리된다.
6) Vif

빠르고 경쾌한 제 6곡은 주 리듬인 ♩♩♩로 끊임없이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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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A의 4부분으로 구성된 이 왈츠는 8개의 왈츠 중 가장 단순한 구성
으로 되어있다.
A부분은 mm. 1-2의 G#과 A#을 제외한 온음음계(C#-D#-F-G-A-B)
가 쓰였다. 선율은 단 2도 6마디 상행 후, m. 7에서 쇠약해진 듯이 나른
해졌다가 m. 9부터 다시 경쾌하게 상행한다. 이 때 왼손의 헤미올라 리
듬은 부자연스러운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악보 51>
<악보 51> mm. 1-8

헤미올라

상성부의 단 2도상행의 모티브는 제 3곡의 단2도 하행 선율과 연관성을
가진다. <악보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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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2> 제3곡 m. 1, 제6곡 m. 1

m. 17부터 시작되는 B부분은 mm. 19-22에서 g Aeolian선법의 사용을
볼 수 있으며 6마디+6마디로 나누어진다. 각 6마디는 상성부의 움직임으
로 볼 때 다시 2마디의 상행하는 악구와 4마디의 하행악구로 나누어서
볼 수 있으며 하행악구에서 왼손의 헤미올라 리듬이 등장한다. <악보
53-54>
<악보 53> G aeolian 선법
<악보 54> mm. 17-22

헤미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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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부분의 mm. 37-40까지는 온음음계 상행을, mm. 41-44까지는 반음계
상행을 하여 m. 45부터 A부분이 처음과 동일하게 재현된다. <악보 55>
<악보 55> mm. 37-45
온음음계

반음계

제 6곡의 마지막 mm. 59-69와 제 7곡의 1-2마디의 선율은 음역대,
리듬이 그대로 닮아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화성을 사용함으로서 색다른
인상을 남겨준다.12) <악보 56>

12) 김하나, “Maurice Ravel의 Valses Nobles et Sentimentales 연구 분석”,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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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6> 제 6곡 끝 mm. 59-60, 제 7곡 시작 mm. 1-2

7) Moins vif (너무 빠르지 않게)

8개의 왈츠 중 가장 길고 화려한 제 7번곡은 ABA’의 3부형식으로 되
어 있다. A와 A‘부분은 서로 매우 닮아 있으며 각각 서주를 갖는다. A
부분의 서주 도입부는 제 6번곡의 마지막과 비슷하게 시작된다. 18마디
동안 왼손 베이스의 C음이 당김음 리듬으로 계속되며 이는 페달포인트
효과를 자아낸다. <악보 57>
<악보 57> mm.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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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 후 m. 19부터 본격적으로 왈츠 리듬이 시작된다. 이 왈츠에서 라
벨은 같은 음표에 대하여 스타카티시모와 테누토를 대조적으로 기보하였
다. 연주자는 이러한 아티큘레이션을 표현함으로써 매력적인 음향을 만
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악보 58>
<악보 58> mm. 19-23

이후 m. 39부터 pp로 조용히 시작하여 절정인 59마디의 ff까지 발전되어
간다. <악보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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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9> mm. 37-40, 43-50

절정인 m. 59의 두 번째 박에서 루바토를 위해 페르마타가 기보되어
화려함을 극대화하고 있다. m. 63에서는 제 1번 왈츠의 주요 리듬(♫♩
♩)이 강한 액센트와 함께 나오며 A부분이 마무리 된다. <악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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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0> mm. 59-66

B부분은 Un peu plus animé(조금 생기있게)라는 지시와 함께 pp로
시작되며 헤미올라 리듬이 지배적이다. <악보 61>
<악보 61> mm. 67-70

헤미올라

A’부분은 A부분과 마찬가지로 당김음과 베이스 C음의 페달효과를 가진
서주로 시작되며 A와 거의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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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Épilogue

– lent (에필로그 - 느리게)

마지막 제 8번곡의 가장 큰 특징은 콜라주(collage)13) 기법으로 앞서
나온 곡들의 특징적인 동기들이 파편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마치 앞서 나온 왈츠들을 회상하는 듯 하며 리듬이 종종 축약되어 표현
된다. <악보 62-67>
<악보 62> 제 4번곡 mm. 1-2, 제 8번곡 mm. 6-8, mm. 41-42

리듬축약

13) 콜라주(collage) : 음악에서의 콜라주는 20세기 중반부터 아방가르드 아티스트들이 시작한 실
험적인 기법으로 미술작품의 콜라주와 같이 음악의 부분을 자르고 붙여넣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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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3> 제 6곡 m. 1-2, 제 8곡 m. 25-26
리듬축약

<악보 64> 제 1곡 m. 1, 제 8곡 m. 43
리듬축약

<악보 65> 제 7번곡 mm. 59-60, 제 8번곡 m. 51
리듬축약

<악보 66> 제 3번곡 mm. 1-2, 에필로그 m.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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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7> 제 2번곡 mm. 9-12, 에필로그 mm. 67-71

이렇듯 콜라주 기법으로 구성된 에필로그는 제 1번곡의 조성인 G
Major로 마무리되면서 곡 전체의 조성적인 유기성을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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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Franck Prelude Choral et Fugue
1) 작곡배경

19세기 말 프랑스 음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프랑스적인 음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당시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음악언어를 찾고자
했지만 그것은 음악적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던 반면, 프랑스
음악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1871년에 끝난 프러시아와의 보불전쟁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경험한 프랑
스 정부와 파리의 엘리트들은 손상된 자존심을 우수한 프랑스 문화를 통
해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19세기 말 프랑스 작곡가들이 자국
음악의 우수성을 회복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민족주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과거 프랑스의 위대한 음악의 부활을
위해 노력하였지 다른 나라들처럼 민속음악에서 뿌리를 찾을 필요는 없
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한 곳은 1871년 설립된 프랑스 국립음악협회
(Société National de Musique)로, 이 협회는 라모, 글루크, 그리고 16세
기 프랑스 작곡가들의 작품을 출판하고 연주함으로써 프랑스 음악의 우
월성을 알렸다.
프랑크(César Franck 1822-1890)는 1822년 12월 10일 벨기에 출생으
로 독일계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이미 젊은 시절에 파리로 이주하였다.
그는 파리에서 교회의 오르가니스트, 파리음악원 교수로 활동하며 당시
프랑스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는 1872년 자신의 스승
이었던 브느와의 후임으로 파리 음악원 오르간 교수로 부임하였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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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원 교수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의 음악 인생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
어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 댕디, 뒤파르크, 쇼송 등과 같은 작곡가 지
망생들이 몰려들었던 것이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오페라에만 초
점을 맞춘 파리 음악원의 보수적 커리큘럼에 염증을 느낀 학생들이 그의
오르간 강좌에 몰려들었다. 1880년대 초반 쇼송, 브레빌, 보르드, 로파르
츠, 댕디 등으로 대변되는 프랑크 악파가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
한 것이다.14) 교육, 오르간 연주, 작곡 등의 영역을 아우르는 프랑크의
전성기는 이렇게 열렸다. 1872년 이후 그는 주요 작품들을 내놓기 시작
했으며 이 시기에 나온 작품 중 하나가 《전주곡, 코랄과 푸가》
(Prelude, Choral et Fugue)이다.
《전주곡, 코랄과 푸가》는 1884년에 작곡되었으며, 1885년 1월 24일
프랑스 국민음악협회에서 초연되었다. 이 곡은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의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제 1권의 b minor의 전주곡과
푸가에서 악상을 얻어 전주곡과 푸가부분을 쓰고 악장사이에 코랄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삽입하여 반음계적 어법과 낭만주의 화성에 바탕을 한 작
품으로 확대하였다.
전주곡에서 바로크 토카타가 모방된 후에 먼 조에서 코랄풍의 선율이
소개되고, 앞선 두 부분에서 슬쩍 제시되었던 반음계적 주제로 푸가가
등장하며, 마지막에 도입부의 토카타 텍스처가 코랄 선율 및 푸가 주제
와 대위적으로 결합되면서 마무리된다. 이 작품은 리스트와 바그너의 테
마 변형 작법과 화성을 완전히 흡수한 사람, 바흐와 프랑스 바로크의 오
르간 음악을 충분히 소화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곡이다. 그의 즉
14) 박성수, “피아노 음악 중심의 작곡가 집중탐구-프랑크,” 『피아노 음악』 11 (2006),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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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양식은 프랑스 오르간 음악의 새로운 유형을 여는 것으로서, 서정적
테마, 대위법적 발전, 관현악적 색채가 특징적이다.15)

15) 민은기, 『서양음악사 피타고라스부터 재즈까지』(서울: 음악세계, 2013),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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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연구

《전주곡, 코랄과 푸가》(Prelude, Choral et Fugue)의 주제들은 다음
과 같다. <악보 68-71>
<악보 68> Prelude 1주제 mm. 1-2

<악보 69> Prelude 2주제 mm.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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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0> Choral주제 mm. 68-69

<악보 71> fugue주제 mm. 157-161

위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일련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프랑
크가 순환형식16)을 사용했다는 것을 표명한다. 위 주제들의 관계를 면밀
히 살펴보며 곡을 이해하고자 한다.

16) 순환형식 : 교향곡이나 소나타의 실내악과같은 다악장의 악곡에 있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제가, 제 1악장뿐아니라 다른 악장에도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제1악장과 마지막 악장에 같
은 주제를 사용하는 일이 많다. 세자르 프랑크와 그 일파가 즐겨 이 수법을 사용하였다. 또, 이
명칭을 단순히 다악장의 악곡에 사용하는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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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lude

Prelude는 b minor의 자유로운 리듬으로 전개되는 도입부 역할을 하
고 있다. 이는 고전 모음곡에서의 전주곡에 의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렐류드라는 형식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 작품에서 프랑크는 아주 색다
른 방법으로 프렐류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프렐류드는 바흐의 평균
율에 의한 고정 관념화된 스타일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작품의 서주로,
또한 독립된 아이디어와 기능을 가진 곡으로 만들어졌다.17) Prelude의
구조는 다음 표와 같다. <표 7>
<표 7>
부분
A
B
A'
B'
A"

마디
mm. 1-7
mm. 8-15
mm. 16-23
mm. 24-41
mm. 42-57

조성

b
b-f#
f#
f#-e-c-e-b
b-e♭-B-g#-b

Prelude에서는 두 개의 주제가 나타난다. 첫 주제가 나오는 A부분은 b
minor이며 32분음표 펼친화음의 자유로운 흐름을 가지며 토카타적인 성
격을 띤다. 또한 4분음표로 나오는 주제는 바흐의 이름을 표명하는
B-A-C-H동기와 같은 음정관계를 갖는다. 또한 베이스에서 b음을 반복
하며 바로크적 기법인 지속음(pedal point)을 사용했다. <악보 72-73>
17) 박성수, “피아노 음악 중심의 작곡가 집중탐구-프랑크,”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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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2> B-A-C-H동기

<악보 73> 제 1주제 A부분 mm. 1-2

m. 5에서는 왼손의 베이스에서 1주제의 리듬이 축소된 형태로 변형된
다. <악보 74>
<악보 74> mm.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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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ude의 두 번째 주제인 B부분은 동형진행과 유니즌 등의 바로크
시대의 기법이 계류음을 사용한 비화성음의 낭만적인 화음진행과 함께
나타난다. B부분에서의 세음의 하행에서는 A부분의 주제에서 나타난 장
2도와 단2도 음정이 적용되었다. 또한 B주제의 순차하행하는 모티브는
뒤에 등장하는 fugue의 주제의 토대가 된다. <악보 75-76>
<악보 75> B주제 mm. 8-9

<악보 76> fugue 주제 mm. 157-160

A’부분에서는 b minor의 딸림음조인 f♯minor로 32분음표 음형이 A부
분과 거의 동일하게 제시된다. 이어지는 B'부분 역시 B부분과 비슷하게
시작되지만 주제를 보다 확대, 변형하였으며 잦은 전조가 일어난다. mm.
- 67 -

31-32의 ♪♩ ♪의 리듬의 동형진행으로 순차하행하는 선율은 fugue주
제를 암시한다. <악보 77>
<악보 77> mm. 31-32

A"부분은 다시 처음의 조인 b minor의 Ⅵ로 시작한다. Prelude의 끝부
분인 mm. 56에서는 피카르디 3도(Picardy Third)18)가 나타나는데, 이 화
음에서 바로크 시대의 작곡기법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19)
<악보 78>
<악보 78> mm. 56-57

b

B

18) 피카르디 3도(Picardy third) : 단조나 선법음악의 종지 부분에서 장 3 화음이 사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19) 염희선, “C. Franck의「Prelude, Choral et Fugue」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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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oral

Choral은 Prelude와 Fugue를 연결시키는 삽입구의 역할을 한다.
Choral의 구조는 다음 표와 같다. <표 8>
<표 8>

부분
C(도입)
D(Choral)
E(삽입)
D'(Choral)
F(삽입)
D"(Choral)
G(간주곡)

마디
mm. 58-68
mm. 68-76
mm. 76-81
mm. 81-89
mm. 89-103
mm. 103-115
mm. 116-157

조성
E♭-B♭-c
c-f
f
f
e♭
e♭
e♭-b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진정한 의미의 Choral선율은 도입부, 삽입
부 및 간주곡 사이에 3번 등장한다. 이 선율들은 다양한 다이나믹과 조
성으로 제시된다.
C부분인 도입부의 특징은 계류음의 지연(retardation)과 강박의 경과음
(accented passing tone)과 다시 계류음으로 이루어지는 진행에 있으
며,20) 상성의 선율에 fugue에서 제시될 하행 모티브가 숨어있다.
<악보 79>
20) 김선자, “Cesar A. Franck 의 피아노 음악 연구 : 「 Prelude. Choral et Fugue 」를 중심으
로,” 『한국음 악학회논문집 음악연구』7-1 (198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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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9> mm. 58-59

Choral선율은 각각 다른 조와 다른 다이나믹으로 세 번 반복된다. m.
68에서는 pp의 c minor(D)로, m. 81에서는 p의 f minor(D')로 제시되며,
마지막으로 m. 103에서는 ff의 E flat minor(D")로 전조되어 Choral부분
의 절정을 보여준다. <악보 80-82>
<악보 80> D부분 mm. 68-69

<악보 81> D'부분 mm. 81-82

<악보 82> D"부분 mm.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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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부인 E부분의 상성부 리듬에서는 C에서 사용된 리듬을 변형이 사
용된다. <악보 83-84>
<악보 83> C의 m. 61, E의 mm. 77-78

<악보 84> C의 m. 64, E의 m. 79

또다른 삽입부인 F는 동형진행이 많이 쓰였으며 Choral의 절정인 D"
으로 이어주는 과교역할을 한다. <악보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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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5> mm. 93-96

간주곡이라고 볼 수 있는 G부분(Poco allegro)은 Fugue 주제를 암시
하는 경과구로 즉흥적인 성격을 가진다. <악보 86>
<악보 86> mm. 116-119, fugue 주제

fugue 주제

m. 129부터는 b minor로 전조되며 내성에서 fugue의 주제가 반진행되
어 등장한다. <악보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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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7> mm. 129-134

이후 molto vivo의 빠른 템포로 8분음표의 동형진행이 몰아치며
fugue로 이어진다.
3) Fugue

fugue에서 나타난 음악적 재료들은 prelude와 choral에서 제시된 것으
로 이것을 변화, 발전시켜 나가는 순환형식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엄
격한 fugue 형식에 의한 구성이 아닌 매우 자유로운 형식의 4성부
fugue라고 볼 수 있다. fugue의 주제를 기준으로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
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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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부분
제시부
발전부
종결부

세부부분
제시부
연결구
제 1부분
연결구
제 2부분
제 1부분
제 2부분
제 3부분
연결구
제 4부분(코다)

마디
mm. 157-182
mm. 183-192
mm. 192-231
mm. 232-243
mm. 243-286
mm. 286-311
mm. 311-334
mm. 334-352
mm. 353-369
mm. 369-379

조성
b-A-F#-e
D
A-D
f#
f#-dm-b♭-b
c#
b-g-b
b
f#-B
B

앞서 prelude와 choral에서 제시된 ♩│♩♩의 순차적인 하행음형은
반음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주제를 전개, 발전시켜 나간다. 첫 주제는 5도
위로 응답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fugue의 엄격한 형식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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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8> mm. 157-165 fugue주제와 응답
5도위 응답

fugue주제는 fugue전체를 통해 리듬축소, 반진행 등 다양한 변형을 통
하여 각 성부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악보 89-91>
<악보 89> 주제의 리듬축소 mm. 203-205

<악보 90> 반진행 mm. 21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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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1> 3도아래로의 응답 mm. 243-250

3도아래응답

대선율이란 주제에 대위하는 선율을 말하며, 주제는 아니지만 fugue안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율을 뜻하기도 한다. 이 fugue에서 대선율이
라고 할 수 있는 선율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첫 대선율은 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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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성부에서 나타난다. <악보 92>
<악보 92> 대선율 1, mm. 161-165

두 번째 대선율은 mm. 206부터 왼손 베이스의 옥타브로 제시된다. <악
보 93>
<악보 93> 대선율 2, mm. 206-209

세 번째 대선율은 mm. 232부터 8분음표의 셋잇단음표 음형으로 나온다.
<악보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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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4> 대선율 3, mm. 232-235

이 곡의 종결부는 매우 화려하고 길다. 카덴짜풍의 자유로운 기법이
시작하는 이 부분은 fugue의 종결부이자 곡의 종결부로써 prelude의 음
형과 choral의 선율, fugue의 주제가 결합되어 등장하는 것이 특징적이
다. <악보 95>
<악보 95> mm. 331-339
Choral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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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의 마지막 부분인 코다에서 fff의 큰 다이나믹으로 상성부에서 코랄
의 선율이 B Major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prelude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용된 바로크 시대의 피카르디 종지를 확대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악보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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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6> mm. 36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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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슈만을 비롯한 낭만주의 작곡가들은 소나타 형식으로 대표되는 절대음
악에서 벗어나, 인간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고 이를 자유, 환상, 꿈, 유
머, 풍자 등의 음악외부의 요소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럼에 따
라 즉흥적이고 묘사적인 음악들이 성행하기 시작했으며, 성격소품은 낭
만시대의 주요한 장르로 자리잡게 되었다. 《유모레스크》(humoreske)
는 슈만의 대표적 장르인 성격적 소품이며 슈만 자신이 ‘대 유모레스크’
라고 지칭할 만큼 거대하며 그의 낭만적인 특성을 잘 드러내는 곡이다.
유모레스크는 성격에 따라 크게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은 3부형
식에 의거하여 구성되어 있다. 조성적인 구조는 B♭Major와 그에 따른
관계조인 g minor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변하는 곡의
분위기와 대담한 화성의 표현, 페달의 다양하고 실험적인 사용 등이 이
곡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라벨의 《우아하고 감상적인 왈츠》(Valses Nobles et Sentimentales)
는 작곡기법의 완숙기라고 볼 수 있는 중기의 작품이다. 이 곡은 독립음
악협회 연주회에서 초연되었으며 이듬해인 1912년, 발레를 위한 관현악
곡으로 편곡되어 파리의 아델라이드라는 고급 기녀의 집을 배경으로한
《꽃의 탄식》이 만들어졌다. 이 작품은 7개의 왈츠와 에필로그로 구성
된 모음곡 형태의 곡으로 각 곡의 마지막음이 다음 곡의 첫음으로 연결
된다. 또한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앞서 나온 왈츠의 음악적 재료들이
파편적으로 다시 등장하며 전체 곡의 유기적 통일성을 도모하는 순환적
특성을 보여준다. 각 왈츠의 대부분이 8마디의 기본 악절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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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매우 뚜렷한 작곡어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곡은 비엔나 왈츠의 경쾌
한 리듬과 루바토, 균형 잡힌 프레이즈, 단순한 형식, 그리고 예기치 못
한 섬세한 화성 변화 등이 라벨의 세련되고 정교한 선율, 화성, 리듬으로
채색되어 있다.
프랑크의 《Prelude, Choral et Fugue》(전주곡, 코랄, 푸가)는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제 1권의 b minor의 전주곡과 푸가에서 악상을 얻
었으며 전주곡과 푸가부분을 쓰고 악장사이에 코랄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삽입하여 반음계적 어법과 낭만주의 화성을 바탕으로 확대하였다. 전주
곡은 마치 바로크 토카타를 모방하는 듯한 자유로운 리듬으로 전개되며
b음을 반복하며 바로크적 기법인 지속음을 사용하였다. Poco allegro의
연결구를 지나 등장하는 푸가는 전주곡과 코랄에서 이미 제시된 재료들
이 변화, 발전시켜 나가는 순환형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엄격한 푸가 형
식이 아닌 매우 자유로운 형식의 4성부 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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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Abstract
Performance and study of
R. Schumann Humoreske, Op. 20
M. Ravel Valses Nobles et Sentimentales
C. Franck Prelude, Choral et Fugue

Department of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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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 ji Lim
This thesis presents some research on my graduation recital
program, which are R. Schumann's Humoreske, Op. 20, M. Ravel's
Valses Nobles et Sentimentales and C. Franck's Prelude, Choral et
Fugue. The study includes some historical background as wel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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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structures and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above
mentioned pieces. I hope to gain better insights into the pieces
through this study.
The title of 《Humoreske》 was derived from 'humor' in
Latin. R. Schumann was the first composer who used this term for a
music title. This piece is a character piece which can be divided into
5 parts consisting of smaller sections. Each independent part is based
on a single theme.
Valses Nobles et Sentimentales is a suite that was composed
in M. Ravel's second period and includes 7 waltzes and an epilogue.
This piece retains the rhythm and simple form a of Viennese waltz
and the elaborate melodies, rhythms and chords typical of Ravel.
In his Prelude, Choral et Fugue, Franck uses the traditional
form of Bach's 《Well-Tempered Clavier》. Franck inserts a Choral
between the Prelude and the Fugue and establishes his distinctive
style, blending baroque style with chromatic progressions and
romantic chords. Each section's theme includes common elements that
gives unity to the whole piece structured as a cyclic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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