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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F. Chopin의

Polonaise-Fantasie, Op. 61 연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학과 피아노전공

현 가 람

쇼팽의 많은 피아노 작품 중, ‘폴로네이즈(Polonaise)’는 폴란드의 민속춤에

서 유래한 장르이다. 쇼팽은 이 장르에 조국 폴란드를 향한 자신의 애국심을 녹여

내었으며, 일생동안 총 18곡의 폴로네이즈를 작곡하였다.

본 논문은 쇼팽의 《환상 폴로네이즈》(Polonaise-Fantasie in A-flat

Major, Op. 61)에 대한 연구이다. 이 작품은 쇼팽이 죽기 3년 전 작곡된 그의 말기

작품으로 쇼팽 말기의 음악적 특징들이 잘 나타나는 곡이다. 《환상 폴로네이즈》

라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폴로네이즈’와 ‘환상곡’이 혼합된 양식

이다. 《환상 폴로네이즈》는 환상적인 서주부와 예상치 못한 조성으로의 이동, 다

양한 비화성음의 사용, 대담한 전조 등 다양한 실험적인 모습을 보이는 독창적인

작품이다. 곡의 구조 또한 환상곡 풍의 자유로운 진행으로 이전의 폴로네이즈들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환상 폴로네이즈》는 그 독특한 구조로 인해 선행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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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시각 차이가 존재하며, 이 곡의 형식을 깊이 있게 연구한 선행 연구가 부족

하여 연구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상 폴로네이즈》에 나타나는 쇼팽 말기의 음악적 특

징들에 대해 알아보고, 선율적, 구조적 분석을 통해 이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쇼팽 말기의 음악적 특징들이 예견되기 시작한 1842년 이후, 쇼

팽 후기 음악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본다. 각 특징들에 대한 예시와 함께 이러한 특

징들이 《환상 폴로네이즈》의 어느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본다. 다음

으로, 《환상 폴로네이즈》를 선율적,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특히, 이 곡의 구

조는 주제 선율의 제시 및 재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주제 선율에 대한 설명

과 그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이를 통해, 각 주제 선율들이 유기

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조적 연구에서는 《올림 바단조 폴로네

이즈》(Polonaise in f-sharp minor, Op. 44), 《바단조 환상곡》(Fantasie in f

minor Op. 49), 《내림 가장조 폴로네이즈》(Polonaise in A-flat Major, Op. 53)와

의 비교 연구로, 이 작품의 구조적 특징들이 이전 작품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음

을 보여주며, 특히, 《바단조 환상곡》과의 비교 연구는 두 곡이 많은 공통점을 가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 쇼팽, 폴로네이즈, 환상폴로네이즈

학 번 : 2012-2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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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프레데릭 프랑수아 쇼팽(Frédéric François Chopin, 1810-1849)은 폴란드 태

생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써 19세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특히 그는

피아노 음악사에서 매우 중요한 작곡가로, 일생동안 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피아노

를 위한 작품에만 몰두하였다. 그 결과, 녹턴(Nocturne), 마주르카(Mazurka), 발라드

(Ballade), 스케르초(Scherzo), 연습곡(Etude), 소나타(Sonata), 왈츠(Waltz), 전주곡

(Prelude), 폴로네이즈(Polonaise) 등 수많은 피아노 작품들을 남겼다. 그 중, 폴로네

이즈는 폴란드의 민속 춤곡에서 유래된 작품으로, 암울했던 조국 폴란드의 상황과

그의 애국심이 반영된 민족주의적 작품이며, 쇼팽은 총 18곡의 폴로네이즈를 작곡

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환상 폴로네이즈》(Polonaise-Fantasie in A-flat

Major, Op. 61)는 1846년 완성된 쇼팽의 마지막 폴로네이즈 작품으로, 쇼팽 말기의

음악적 특징들이 나타나는 작품이다. 조국 폴란드에 대한 쇼팽의 다양한 감정들이

담겨 있는 이 작품은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이 요구되는 걸작으로 손꼽힌다. 이 작품

은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폴로네이즈와 판타지가 결합된 복합장르로, 폴로네

이즈의 리듬과 판타지의 자유로운 형식이 조화를 이루는 곡이다. 환상적인 분위기

의 도입부가 인상적이며, 이전에 비해 다양한 화성적 실험들이 시도되었다. 이 마지

막 폴로네이즈는 다른 17개의 폴로네이즈에 비해, 곡의 구성이 복잡하고 형식이 모

호하다고 여겨져 왔다. 쇼팽의 이전 작품들은 단락의 구분이 명확하여 연구자들 사

이에 이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 반해, 《환상 폴로네이즈》는 선행 연구들의

관점들이 다양하여 이 작품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이

곡은 연주에 앞서 곡에 대한 깊은 이해, 특히 형식과 구조에 대한 파악이 요구되므

로 그 연구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였다.

이 작품은 쇼팽 말기의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을 담고 있는 만큼, 단계적인

연구를 통해 곡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과 절차로는 첫째, 쇼팽 말

기의 음악적 특징들을 예견하는 후기의 음악적 특징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특징에

부합하는 예시를 들어 이해를 돕는다. 이와 함께, 《환상 폴로네이즈》에서 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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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둘째, 《환상 폴로네이즈》를 분석하고, 이전 폴

로네이즈들과 구분되는 《환상 폴로네이즈》만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본다. 이에 앞

서, 《환상 폴로네이즈》의 단락 구분이 주제 선율의 제시와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주제 선율과 선율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본다. 이 작품은 다른 폴로네이즈

작품들에 비해 곡의 형식을 파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단락 구분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예상되는 전개로부터의 이탈을 초래하는 요인들에 주목한다. 이

와 함께, 《환상 폴로네이즈》 이전의 작품 《올림 바단조 폴로네이즈》(Polonaise

in f-sharp minor, Op. 44), 《바단조 환상곡》(Fantasie in f minor Op. 49), 《내림

가장조 폴로네이즈》(Polonaise in A-flat Major, Op. 53)와의 비교를 통해, 이전 작

품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음악적 변화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그의 말기 작품

《환상 폴로네이즈》에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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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쇼팽 후기 양식의 특징

낭만주의 음악의 저명한 학자 제프리 칼버그(Jeffrey Kallberg)1)에 따르면,

1842년 즈음부터 쇼팽은 작품 창작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자신의 작곡 기법

을 되돌아보고 재평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결과로, 이 시기 이후, 그의 작품에

서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842년은 쇼팽의 바르샤바 시절 스승인

지브니(Wojciech Żywny, 1756-1842)2)가 사망하는 등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겪었

던 해이다. 본 논문에서 쇼팽의 말기 작품인 《환상 폴로네이즈》의 연구에 앞서

그의 후기 양식에 대해 설명하는 이유는, 1842년부터 나타나는 후기의 음악적 특징

들이 말기 작품의 특징들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환상 폴로

네이즈》에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제프리 칼버그가 말하는 이 시기 쇼팽 음악의 새로운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위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주선율과 반주의 구분이 분명했

던 이전 작품들과는 달리 각각의 성부들이 독립적인 성격을 갖기 시작했다. 둘째,

쇼팽 음악에서 자주 사용되어 왔던 장식음들이 단순히 장식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구조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그 사용 빈도가 줄어든다. 셋째, 특정 부

분에서 리듬이 곡 전반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넷째, 화성의 사용이

이전보다 세련되어졌다. 반음계의 사용이 잦아졌고, 곡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동일한 화성을 반복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장르의 혼합, 새로운 장

르에 대한 시도가 보인다. 제프리 칼버그는 1842년부터의 새로운 음악적 시도들이

쇼팽의 말기 음악 양식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환상 폴로네이즈》

(Polonaise-Fantasie in A-flat Major, Op. 61)를 쇼팽 말기 양식의 첫 곡으로 보았

다.3) 본 논문에서는 앞서 설명한 특징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842년 이후 작

1) 음악 학자. 19세기와 20세기 음악 스페셜리스트로 여겨지며, 특히 쇼팽에 대한 폭넓은 연

구로 유명하다.

2) 폴란드 피아니스트이자 바이올리니스트. 쇼팽의 첫 번째 스승.

3) Jeffrey Kallberg. “Chopin’s Last Style,” Journal of the American Music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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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된 쇼팽의 작품들에서 그 예시들을 찾아보고, 《환상 폴로네이즈》의 어느 부분

에서 이러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대위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캐논 형식4)의 작곡 기법이 종종 등

장하는데, 이는 제프리 칼버그가 변화의 시작 시기로 보았던 1842년 작곡된 《발라

드 4번》(Ballade No. 4, Op. 52)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악보 1>

<악보 1> Chopin Ballade No. 4 in g minor, Op. 52 (마디 135-137)

《환상 폴로네이즈》에서는 주제 선율의 재현과 변형에서 모방, 축소, 전위

등의 대위법적 기법들을 자주 사용되었다. 《환상 폴로네이즈》의 서주부에서 모방

대위법을 사용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악보 2>

Society, 1985, Vol. 38(2), pp. 264-267.

4) 한 성부가 주제를 시작한 뒤, 다른 성부에서 그 주제를 동일하게 모방해 나가는 대위적

인 악곡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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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Polonaise-Fantasie Op. 61, 모방 대위법 사용 (마디 13-23)

둘째, 장식음의 역할이 단순히 선율을 장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분위기를 고

조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경과구적 역할, 단락을 마무리 짓는 역할 등 그 역할이 확

대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그의 후기 이후 작품들을 살펴본 결과, 제프리 칼버그

의 주장처럼 실제로 장식음의 역할이 구조적으로 중요해지면서부터 사용 빈도가 확

연히 줄었다. 1846년 작곡된 《뱃노래》(Barcarolle Op. 60)에서의 장식음(trill)을 살

펴보면, 마디 23에서의 장식음은 주제 재현을 더욱 부각시켜주며, 마디 24에서도 화

려한 이중 장식음이 포르테 표기와 더불어, 주제를 재현을 더욱 강조해준다.<악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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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Barcarolle Op. 60 (마디 23-25)

《환상 폴로네이즈》에서는 총 세 번의 장식음이 사용되었는데, 모두 구조적인 역

할을 한다. 마디 199부터 나타나는 첫 번째 장식음은 피아니시모에서부터 긴장을

쌓기 시작하여 스포르찬도까지 분위기를 고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곡 전체의 구

조에서 보았을 때, 두 번째 부분의 마지막에 위치하여 종결구적인 역할도 한다.<악

보 4>

<악보 4> Polonaise-Fantasie Op. 61,

긴장 고조, 종결구적 역할을 하는 트릴 (마디 19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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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장식음은 곡의 피날레 부분에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장식음

후 이어지는 글리산도를 연상시키는 음형은 긴장을 프레이즈의 정점으로 이끌어준

다.<악보 5>

<악보 5> Polonaise-Fantasie Op. 61, 분위기를 고조시켜주는 장식음 (마디

248-251)

마지막 세 번째 장식음은 곡의 마지막에 등장하여, 곡을 마무리 짓는 종결구의 역

할을 한다.<악보 6>

<악보 6> Polonaise-Fantasie Op. 61, 종결구적 역할의 장식음 (마디 28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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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반복되는 리듬을 통해 곡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후기의 많은

작품들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1844년 작곡된 《피아

노 소나타 3번》(Piano Sonata No. 3 in b minor, Op. 58)의 마지막 악장이다. 이

마지막 악장은 곡 전반에 걸쳐 타란텔라(Tarantella)5) 리듬과 같은 셋잇단음표가 곡

의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특히 쉼표를 동반한 리듬 형은 하행 반음계와 더불어 분

위기를 더욱 긴박하게 몰고 간다.<악보 7>

<악보 7> Piano Sonata No. 3 in b minor Op. 58, 4악장 (마디 223-225)

《환상 폴로네이즈》의 마디 226에 등장하는 리듬 형은 반복을 통해 영웅적인 재현

을 돋보이게 해주며, 동시에 긴장감을 고조시켜준다.<악보 8>

5) 이탈리아 나폴리의 민속 무곡과 그 무용을 일컫는 말로, 무곡은 3박자나 6박자계의 아주

빠른 템포이다. 19세기 중엽, 예술 음악으로서 자주 작곡되었으며, 특히 리스트, 쇼팽, 베

버 등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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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 Polonaise-Fantasie Op. 61, 리듬 형을 통한 긴장감 고조 (마디 224-230)

넷째, 반음계의 사용은 색채감을 더욱 강하게 해주고, 전조에서의 세련된 화

성 사용은 곡의 완성도를 더해준다. 이와 함께, 감 화음, 증 화음 등 대담한 화성을

사용함으로써 쇼팽은 말기 작품에 그가 담아내고자 했던 심오한 감정들을 효과적으

로 표현해냈다. 《쇼팽 소나타 3번》의 1악장은 반음계가 효과적으로 사용된 대표

적인 후기 작품이다.<악보 9>

<악보 9> Piano Sonata No. 3 in b minor Op. 58, 1악장 (마디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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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음계 진행의 또 다른 예시로 《바단조 마주르카》(Mazurka Op. 69, No. 4)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쇼팽이 사망한 1849년 완성된 작품으로, 제프리 칼버그는 이 작

품을 《환상 폴로네이즈》와 함께 쇼팽 말기 음악의 대표작으로 보았다. 《바단조

마주르카》의 시작 부분은 한 마디 단위로 반음계 진행을 하고 있다.<악보 10>

<악보 10> Mazurka in f minor, Op. 68, No. 4 (마디 1-6)

이 마주르카의 마디 31부터의 진행을 보면, 연속 7화음을 사용하여 조성감을 흐리

게 하고, 이후 감 7화음과 증 6화음(Ger.6)을 거쳐 바단조로 복귀하는 것을 볼 수

있다.<악보 11>

<악보 11> Mazurka in f minor, Op. 68, No. 4 (마디 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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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팽은 《환상 폴로네이즈》에서 반음계 진행을 많이 사용하였다. 다음은 《환상

폴로네이즈》에 나타나는 반음계 진행 사용의 예시들이다.<악보 12-15>

<악보 12> Polonaise-Fantasie Op. 61, 마디 50-54

<악보 13> Polonaise-Fantasie Op. 61, 마디 58-60

마디 134부터 살펴보면, 여러 성부가 동시에 반음계 진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마디 137-138에서는 옥타브를 넘나드는 화려한 진행을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개의 반음계 진행으로 이루어져 있다.<악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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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 Polonaise-Fantasie Op. 61, 마디 134-138

<악보 15> Polonaise-Fantasie Op. 61, 마디 242-244

또한, 《환상 폴로네이즈》에는 증 6화음(French 6th chord, German 6th chord,

Neapolitan 6th chord), 변성화음(borrowed chord) 등 다양한 비화성음이 사용되었

다.<악보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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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 Polonaise-Fantasie Op. 61, French 6th chord 사용 (마디 36-37)

<악보 17> Polonaise-Fantasie Op. 61, German 6th chord 사용 (마디 224-226)

<악보 18> Polonaise-Fantasie Op. 61, Neapolitan 6th chord 사용 (마디 190-192)

<악보 19> Polonaise-Fantasie Op. 61, 변성화음 사용 (마디 28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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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다섯 째, 새로운 장르, 여러 장르를 한 곡에 녹여내려는 시도는

1841년 말 작곡된 《올림 바단조 폴로네이즈》(Polonaise in f-sharp minor, Op.

44)에서부터 폴로네이즈(Polonaise)와 판타지(Fantasie)의 혼합에 대한 흥미로운 시

도가 있었다. 이는 본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환상 폴로네이즈》의 형식과도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므로, 본론 2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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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lonaise-Fantasie Op. 61 분석

《환상 폴로네이즈》는 쇼팽의 마지막 폴로네이즈 작품으로 쇼팽 말기를 대

표하는 작품이다. 1845년 작곡을 시작하여 1846년 완성되었고, 그 해 가을 출판되었

다. 출판 후, 파리, 런던, 라이프치히에서 연주되었는데, 초연 당시 《환상 폴로네이

즈》는 작품의 독특한 구조와 대담한 화성 사용, 방황하는 조성감 등 청자가 즉각

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혁신적인 작품이었다. 야히메츠키 즈지즈와프

(Jachimecki Zdzisław)6)는 ‘피아노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언어로 말하고 있다’고 표

현했다.7)

《환상 폴로네이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폴로네이즈(Polonaise)’와 ‘환상

곡(Fantasie)’이 결합된 복합장르라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환상 폴로네이즈》와

이전 폴로네이즈들을 비교하여 《환상 폴로네이즈》에 나타나는 새로운 형식적 특

징을 알아보고, ‘환상곡’이라는 특징을 공유하는 《바단조 환상곡》(Fantasie in f

minor, Op. 49)와의 비교를 통해, 이 곡의 ‘환상곡’적인 특징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와 앞서, 이 곡의 단락 구분이 주제 선율의 제시와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주제

선율과 선율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본다.

(1) 선율

이 작품은 다섯 가지 주제 선율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각각의 주제들이 서

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또한, 이 작품의 길고 환

상적인 서주부에는 이 곡의 주제 선율들을 예견하는 요소들이 배치되어 있다. 쇼팽

은 각 주제들의 유기적 연관성을 통해 곡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제가 재현될 때, 그대로 재현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되어

등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서주부의 선율을 포함한 여섯 개의 선율을 분석하고, 그

유기적 연관성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6) 폴란드의 음악 평론가이자 작곡가.

7) The Fryderyk Chopin Institute,

http://en.chopin.nifc.pl/chopin/composition/detail/page/6/id/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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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주부

서주부는 3도 관계의 화성 진행과 2도 음정, 4도 하행하는 선율, 배음열

(harmonic series)8)을 연상시키는 분산 화음, 부점 리듬 등으로 구성된다. 동일한

선율이 동형진행을 통해 전조되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4도 하행하

는 선율, 2도 음정, 리듬 형 등은 이후 주제 선율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요소들을 미

리 예비한 것이다. 서주부는 곡의 시작에 등장한 후, 세 번째 부분에서 단축 재현된

다.

나. 주제 a

주제 a는 B-flat 음정을 중심으로 2도 상행, 하행하는 선율과 4도 상행, 하행하는

선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2도 상, 하행 후 폴로네이즈 리듬이 등장한다.<악보 20>

<악보 20> 주제 a (마디 24-27)

주제 a의 일부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서주부에서 이끌어져 나왔다. <악보 21>

8) 한 음을 기본음으로 하여 이 기본음과 배음 관계에 있는 음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가

리키며, 자연 배음열이라고도 부른다. 배음열 위의 각 음은 기본음을 1이라고 하고 차례

대로 제2배음, 제3배음 등의 명칭을 붙이며 이들 명칭의 배수가 각각의 옥타브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배음열은 두 음 사이에 협화성, 화음구성, 음계와 그 음정관계 등의 기본

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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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1> 서주 부분 (마디 13-15)와 주제 a (마디 24-27) 리듬 비교

주제 a에서 흥미로운 점은 2도 음정이 매우 고집스럽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이다. 이는 쇼팽의 이전 작품들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성격의 선율이다.<악보

22>

<악보 22> 주제 a, 2도 음정의 반복 (마디 24-27)

주제 a는 마디 44부터 ‘메짜 보체(mezza voce)’로 재현되는데, 오른손 리듬의 변화

를 통해 첫 번째 제시에서 변형될 것임을 암시하고, 이후, 확장된 형태로 나타난

다.<악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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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주제 a 확장과 변형 (마디 46-52)

주제 a는 곡의 A’부분에서 5도 상행한 마장조로 재현된다. 이 때, 소프라노 선율에

부점 리듬을 사용하여 약간의 변형을 주었고, 왼손 반주 부분은 셋잇단음표로 변형

되어 나타난다. 반주의 리듬 변형을 통해, 주제 a의 재현은 첫 번째 제시에서보다

리듬이 세분화되면서 아첼레란도(accelerando) 효과를 준다.<악보 24>

<악보 24> 주제 a의 재현 (마디 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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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서는 주제 a가 총 네 번 등장한다. 두 번 제시 후, 아지타토(agitato)와 함께 재

등장하는데, 이 때, 리듬이 더욱 격렬해지며, 곡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특정 리듬

을 통한 곡의 긴장감 고조는 앞선 본문에서 언급한 쇼팽 후기의 음악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악보 25>

<악보 25> A’의 agitato 부분 (마디 107-115)

주제 a의 또 다른 재현은 곡의 A’’’에서 부점 리듬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곡의

피날레 부분으로, 영웅적인 성격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 부분은 셋잇단음표의 마지

막 음과 부점 리듬의 짧은 음을 동시에 연주해야 한다.<악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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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주제 a의 재현 (마디 242-245)

다. 주제 b

주제 b를 살펴보면 상행하는 음형과 함께 주제 a에 등장했던 2도, 4도 음정으로 이

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제 a와의 유기적 연관성으로 볼 수 있으며, 주제

b에도 폴로네이즈 리듬이 등장한다. 주제 b는 제시된 후, 재현되지 않으며 곡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적다. 따라서 주제 b는 주제 a 사이의 경과구적인 성격을 갖

는다고 본다.<악보 27>

<악보 27> 주제 b (마디 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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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제 c

주제 c는 폴로네이즈 리듬이 등장하지 않는 주제 선율로, 서정적이며, 돌체(dolce)로

등장한다. 2도, 4도 음정의 사용으로 그 음정관계에서 앞선 주제들과의 연관성을 갖

는다.<악보 28>

<악보 28> 주제 c (마디 116-119)

주제 c는 즉흥적인 성격으로 재현되며, 이는 이 곡의 환상곡적인 면모로 볼 수 있

다.<악보 29>

<악보 29> 주제 c의 재현 (마디 124-126)

마. 주제 d

주제 d는 조 바뀜 후, 곡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포코 피유 렌토

(Poco piu lento)의 빠르기를 갖는다. 주제 d는 2도 음정 관계로 노래하는 소프라노

선율과 서주부에서 차용된 2마디 단위로 상, 하행하는 베이스 선율로 이루어져 있

다.<악보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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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0> 주제 d (마디 148-157)

<악보 31> 서주부(마디 1)에서 차용된 주제d

주제 d는 서주부가 재현되기 전 단축된 형태로 재현된다.<악보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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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2> 주제 d의 첫 번째 재현 (마디 205-213)

주제 d의 두 번째 재현은 곡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프라노와 베이스 선율 모두 부점

리듬으로 변형되어 등장하며, 처음 제시되는 부분과는 매우 상반되는 영웅적인 성

격으로 등장한다. 옥타브로 확대된 왼손 주제 음형이 피날레로 향하는 분위기를 고

조시켜 준다. 선율은 주제 d와 같지만, 그 리듬 음형은 서주부의 부점 리듬을 가져

왔다.<악보 33>

<악보 33> 주제 d의 두 번째 재현 (마디 25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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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제 e

주제 e는 매우 서정적인 선율로 싱코페이션(syncopation)9) 형태의 왼손 반주와 함

께 나타난다. 주제 e의 시작은 주제 a의 2도 음정이 전위된 형태이며, 그 리듬은 주

제 c와 매우 유사하다. 이를 통해, 각 주제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

다.<악보 34> 주제 e는 주제 c와 유사한 리듬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주제 c의

변형된 재현으로 볼 것인가, 독립된 하나의 주제로 볼 것인가 대한 서로 다른 의견

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이 주제를 독립된 다섯 번째 주제로 본 이유는 앞선 주

제들의 재현 형태와 비교했을 때 이를 주제 c의 변형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재현되는 주제 a와 주제 d의 경우, 주제가 재현될 때, 리듬과 주제 선율

의 변형은 있었지만, 장조에서 단조로, 단조에서 장조로 변형되는 경우는 없었다.

주제 e는 주제 c와 달리 단조로 제시되어 그 분위기가 주제 c와 매우 다르며, 리듬

형태는 유사하지만 그 선율의 요소들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주제 c의 변형으로 보

기 힘들다고 여겨졌다. 또한, 주제 e는 일회성 주제가 아니라, 뚜렷하게 한 번 더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하나의 주제 선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9) 당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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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주제 e, (마디 182-185) 주제 a, c와 비교

주제 e는 리듬이 변형된 형태로 마디 216에서 재현된다.<악보 35>

<악보 35> 주제 e의 재현 (마디 2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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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

《환상 폴로네이즈》는 쇼팽의 이전 폴로네이즈 작품들이 일반적으로 트리

오(trio)를 갖는 A-B-A의 3부 형식을 갖는 것과 달리, 환상곡 풍의 자유로운 3부분

형식을 갖는다. 총 288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4분의 3박자의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Allegro Maestoso) 작품이다. 쇼팽은 그의 몇몇 폴로네이즈 작품과 피아노 협주곡

두 곡의 첫 악장에서 마에스토소를 사용하였다. 쇼팽에게 마에스토소는 ‘자부심과

존엄함(훌륭함)을 가지고’의 뜻으로 통했다.10) 이는 이 곡에 담긴 조국 폴란드에 대

한 쇼팽의 애국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환상 폴로네이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형식적 특징은, 그 제목에서

부터 알 수 있듯이, 폴로네이즈(Polonaise)와 환상곡(Fantasie)이 혼합된 형식이라는

점이다. 《환상 폴로네이즈》를 작곡하기 시작한 1845년, 쇼팽이 그의 가족에게 보

낸 편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쇼팽은 이 곡의 제목을 짓는데 꽤 오랜 시간 고

민했던 것으로 보인다.11) 중요한 점은, 쇼팽이 두 개의 장르를 곡의 이름으로 동시

에 사용한 것은 《환상 폴로네이즈》가 처음이지만, 여러 장르를 한 곡에 담아내고

자했던 시도는 이미 이 작품 이전에도 있었다는 점이다. 그 시도는 1841년 작곡된

《올림 바단조 폴로네이즈》(Polonaise in f-sharp minor, Op. 44)에서부터 나타난

다. 1841년 여름 그가 쓴 편지를 보면, 쇼팽 스스로 이 《올림 바단조 폴로네이즈》

를 ‘폴로네이즈 형식을 빌린 환상곡’으로 표현하고 있다.12) 이 곡은 폴로네이즈의

전형적인 3부 형식에서 벗어나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곡 안에 마주르카

(Mazurka)13)를 삽입한 것도 매우 특징적이다. 한 곡에 담아낼 수 없을 듯 보이는

10) Joanna Domanska. “쇼팽의 마지막 3개의 폴로네이즈 (Op. 44 F-sharp minor, Op. 53

A-flat Major, Op. 61 A-flat Major)”, 이주희 역. 『피아노 음악 연구』, 통권 제 5호, 한

국 피아노 학회, 2011, 161쪽.

11) 1845년 12월 26일, 쇼팽이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영문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Now I would like to finish the Sonata for violoncello, the Barcarolle, and something

else that I do not know how to name, but I doubt whether I will have time, for

already the bustle begins.”, Jeffrey Kallberg. “Chopin’s Last Style,” Journal of the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1985, Vol. 38(2), p.267

12) 1841년 8월 23일, 비엔나 출판업자 Mechetti에게 보낸 편지 중 작품 44를 언급한 부분

을 영문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It is a sort of fantasy in the form of a polonaise,

and I will call it a Polonaise,”, 위의 글, p. 269.

13) 폴란드의 민속 무용과 그 무곡을 일컫는 말. 1600년대 상류사회에 보급되면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폴란드의 3가지 민속 춤 마주르(Mazur), 쿠야비약(Kujawiak), 오베렉(Oberek)

의 리듬과 특징이 결합하여 새로운 음악 형식을 갖게 된 것으로 쇼팽에 의해 예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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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춤(즉, 폴로네이즈와 마주르카)을 쇼팽은 이 곡에 함께 담아

내고자 했다. 쇼팽은 이 폴로네이즈를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환

상곡’ 풍으로 작곡하였지만, 그 환상곡적인 특징이 폴로네이즈의 본질을 가릴 만큼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본 듯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작품 44를 ‘폴로네이즈

형식을 빌린 환상곡’대신 ‘폴로네이즈’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것으로 여겨진다.14)

쇼팽은 그의 폴로네이즈 작품 40까지는, 트리오 부분을 갖는 A-B-A의 3부

형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형식이 작품 44의 《올림 바단조 폴로

네이즈》부터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이 곡은, 앞서 말한 전통적인 3부 형식에서 벗

어난 점도 특징적이지만, 가운데 위치한 ‘트리오’ 부분의 성격이 변화한 것도 중요

한 특징이다. 《올림 바단조 폴로네이즈》 이전의 폴로네이즈들에서의 트리오 부분

은 부드럽고, 더 서정적인 선율을 노래하며, 앞에 위치한 폴로네이즈 부분에 비해

규칙적인 화성을 사용하였고, 덜 리드미컬한 부분이었다.15) 폴로네이즈 사이에 위치

한, 일종의 ‘휴식’ 같은 부분이었다.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던 트리오 부분

이 《올림 바단조 폴로네이즈》에서는 도피오 무비멘토(Doppio movimento)16), 템

포 디 마주르카(Tempo di Mazurka)로 등장하며 이전 폴로네이즈와는 달리 쉬어가

는 부분이 아닌, 이제까지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긴장감을 쌓아 나가는 역할을 한

다.<악보 36>

<악보 36> Polonaise in f-sharp minor, Op. 44의 Trio (마디 127-133)

승화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4) 위의 글. p. 270.

15) 위의 글. pp. 271-272.

16) 2배의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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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다음으로 작곡된 폴로네이즈 《내림 가장조 폴로네이즈》(Polonaise

in A-flat Major, Op. 53)에도 나타난다. “영웅 폴로네이즈”로도 불리는 이 폴로네이

즈의 트리오는 3개의 부분으로 이뤄진다. 첫 번째는 옥타브 오스티나토(Ostinato)17),

두 번째는 전조 후 리듬 오스티나토, 마지막은 새로운 재료와 리듬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악보 37>은 트리오 부분을 구성하는 각 소재들을 나열한 것이다.

<악보 37> Polonaise in A-flat Major, Op. 53, Trio 부분

첫 번째 소재 (마디 84-86)

두 번째 소재 (마디 119-121)

세 번째 소재 (마디 131-133)

17) 일정한 음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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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곡의 트리오 부분에 3개의 서로 다른 소재들이 등장하면서 폴로네이즈에서

가운데 부분이 담당하던 ‘휴식’의 역할은 사라지고, 곡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

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환상 폴로네이즈》에서도 나타난다.

《환상 폴로네이즈》에서의 중간 부분은 위의 두 곡에서와는 달리 빠르지 않고, 리

드미컬하지 않지만, 화성의 사용, 그 구성 등에서 곡의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유로운 환상곡 풍으로 작곡된 《환상 폴로네이즈》는 총 세 부분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세부 부분은 주제 선율의 등장과 재현을 중심으로 구분된다.

아래의 표는 《환상 폴로네이즈》의 구조를 등장하는 주제 선율, 각 부분의 기능과

관련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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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환상 폴로네이즈》의 구조

부 분 구 분 특 징 마 디

Ⅰ

Intro 자유로운 카덴차 풍 1-22

A 주제 a 22-66

B 주제 b 66-93

A’’ 주제 a 변형 94-115

C 주제 c (종결) 116-131

Codetta 소종결구 (Ⅰ부분 마침) 132-147

Ⅱ

D 주제 d 148-181

E 주제 e 182-205

D’ 주제 d 단축 재현 206-213

Ⅲ

Intro Intro 단축 변형 214-215

E’ 주제 e 변형 (재경과구) 216-221

A’’’ 주제 a 변형 222-253

D’’ 주제 d 변형 254-267

Coda 종결구 268-288

곡의 구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각 부분마다 서주부가 존재한다는 것이

다. 각각의 서주는 이후 나타날 주제 선율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첫 번째 부분의

서주부는 곡의 처음에 등장 후, 세 번째 부분에서 단축 재현된다. 두 번째 부분의

서주는 4마디로 짧게 나타나며, 첫 번째 서주부의 분산 화음에서 선율을 가져왔다.

곡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 서주 이후 A부분에서 첫 번째 주제가 제시

된다. 이 때 주목할 점은, 이 곡의 조성인 내림 가장조의 등장이 계속 지연되고, 27

마디에서 비로소 등장한다는 것이다. 예상되는 전개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화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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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곡의 시작 또한 내림 가장조가 아닌 단조 화음으로

시작하며, I(i)도에서 Ⅲ도로의 진행이 반복되며 자유로운 전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악보 38>

<악보 38> 동형진행을 통한 전조 (마디 1-9)

B부분은 그 자체로 새로운 주제 선율을 가지고 있지만, 곡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A’로 진행하기 위한 경과구적 역할을 한다. 쇼팽은 B부분에서 종지를 회피, 지

연시키는 방법을 통해 조성감을 흐리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청자는 뚜렷한 화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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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낄 수 없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정착하지 못하고 떠다닌다는 의미의 ‘부유

하는 화성’으로 표현하고자 한다.<악보 39>

<악보 39> 부유하는 화성 (마디 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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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C부분은 곡의 첫 번째 부분을 마무리 짓는 성격을 띠며, 이어지는 코데타

(codetta)에서 첫 번째 부분이 완전히 종결된다. 코데타는 하행하는 소프라노 성부

와 상행하는 베이스 성부가 서로 반진행하는 모습을 보인다.<악보 40>

<악보 40> codetta 반진행 (마디 132-138)

곡의 두 번째 부분은 새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주제 선율로 제시된다. 앞서

설명한대로 일반적인 폴로네이즈 형식에 등장하는 짧은 트리오가 아닌, 곡의 긴장

감을 고조시켜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첫 번째 부분에서 두 번째 부분으로 진행할

때, 나단조에서 나장조로 전조하는 독특한 진행을 보인다. 이 부분에서는 전조를 위

해 나단조와 나장조의 5음, 올림 바를 지속음으로 사용하였다.<악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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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1> 지속음을 통한 전조 (마디 143-152)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과 다르게, 두 번째 부분에도 첫 번째, 세 번째 부분에서

와 같이 서주부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주제 d가 등장하기 전

의 4마디를 서주부 역할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이 부분에 마

디 1의 서주부에 등장하는 음형이 이명동음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둘째, 앞의 서주

부와 같이, 주제 선율 전에 위치하여 뒤에 나올 주제 선율을 암시해주며, 느린 템포

의 정적인 성격을 갖는다. 셋째, 곡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았을 때, 세 부분 모두에

서주부를 넣음으로서, 각 부분의 독립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구조적 통일성을 꾀한

것이라 추측하였다.<악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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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 Ⅰ의 서주부와 Ⅱ의 서주부 비교 (이명동음)

표의 D’부분을 E에 포함시킨 본 논문도 있고,18) 같은 부분을 E와 곡의 세 번째 부

분 사이의 경과구로 본 논문도 있다.19) 이처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본 논문

에서는 D‘부분이 D부분과 동일한 조성, 선율을 가진 점을 들어, 주제 d가 단축 재

현된 D‘로 보았다.

곡의 세 번째 부분은 단축 재현된 서주부로 시작된다. 곡의 도입부에서 길

게 제시되었던 첫 번째 서주부가 두 마디로 짧게 재현되었다.<악보 43>

<악보 43> 서주부의 단축 재현 (마디 214-215)

18) 남윤정. “F. Chopin의 Polonaise-Fantasie Op. 61에 관한 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9) Kang Hye-young. “What did the term FANTASY mean to Chopin? :

Observation on Frederic Chopin’s Fantasy in F minor, Op. 49 and

Polonaise-Fantasy in A-flat Major, Op. 61”, Peabody Institute of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D.M.A dissertation, 2012.



- 41 -

이후, E‘부분에서 주제 e가 재현되는데, 재현 후 길게 휘몰아치듯 이어지는 동형진

행 패시지가 A’‘에서 주제 a의 영웅적인 재현을 돋보이게 해주는 재경과구

(re-transition) 역할을 한다.<악보 44>

<악보 44> E’부분 중, 마디 239-244

지금까지 《환상 폴로네이즈》의 구조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폴로네이즈와 환상곡이 결합된 복합장르로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폴로네이즈와 환상곡, 각각의 장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폴로네이즈

(Polonaise)는 폴란드의 민속 무용에 기원을 둔 장르로, 쇼팽은 폴로네이즈를 폴란

드의 국민정신을 반영하는 음악적 상징으로 삼아 조국의 영광과 비운, 그리고 미래

에 대한 희망을 폴로네이즈에 녹여내며 이 장르의 수준을 높이 끌어올렸다.20) 쇼팽

은 일생동안 총 18곡의 폴로네이즈를 작곡하였다. 이는 쇼팽에게 폴로네이즈라는

장르가 어떤 장르인지, 그 일반적인 형식과 특징들을 연구하기에 충분한 작품 수로

여겨지며, 실제로 이미 많은 논문들과 학술지 등에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소개되었

다.

《환상 폴로네이즈》는 이전의 폴로네이즈들에 비해 서정적인 분위기를 갖

20) Walker Alan. The Chopin companion, New York : W. W. Norton and Company

Inc.,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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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이는 이 곡에 나타나는 녹턴 같은 서정적인 선율뿐 아니라, 폴로네이즈 리듬

의 사용과도 관련이 있다. 이전의 폴로네이즈들에서는 폴로네이즈 리듬이 강한 성

격으로 자주 등장하는 반면, 《환상 폴로네이즈》에서는 ‘폴로네이즈’라는 제목이

어색할 만큼 폴로네이즈 리듬이 적게 나타난다. 주제 a와 b에만 등장하는데, 이조차

도 소극적인 형태, 내성에 숨겨진 형태로 등장한다. 주제 a가 등장하기 전, ‘아 템포

구스토(a tempo giusto)’21)로 강한 성격의 폴로네이즈 리듬이 이례적으로 등장하는

데 이후 서정적인 멜로디가 등장하며 폴로네이즈 리듬이 내성으로 이동, 그 성격이

곧 약화된다.<악보 45>

<악보 45> 폴로네이즈 리듬 (마디 20-27)

그렇다면, 쇼팽에게 환상곡(Fantasie)22)이라는 장르는 어떤 장르였을까? 낭

만주의의 시대가 열리면서 고전주의의 엄격한 형식을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환상

곡들이 작곡되기 시작했다. ‘환상곡’이라는 단어의 사용도 좀 더 자유롭고, 광범위해

졌다. 쇼팽은 《환상 폴로네이즈》를 비롯하여, 《즉흥 환상곡》

(Fantasie-Impromptu, Op. 66), 《바단조 환상곡》(Fantasie in f minor, Op. 49)에

21) 정확한 빠르기로 (giusto=just)

22) 그리스어 판타지아(Phantasia)에서 유래한 말로 상상의 산물(product of imagination),

순간적 충동(caprice)라는 의미를 갖는다. 15세기 후반부터 음악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

작하였고, 그 작곡 시기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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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환상곡’이라는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 중, 《즉흥 환상곡》은 쇼팽의 사후 출판

된 작품이며, 《즉흥 환상곡》이라는 제목은 쇼팽이 직접 붙인 이름이 아닌, 이 작

품을 출판한 줄리안 폰타나(Julian Fontana)23)에 의해 붙여진 제목이다.24) 따라서,

쇼팽이 직접 ‘환상곡’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작품은 《환상 폴로네이즈》와 《바단조

환상곡》 두 곡이다.

《바단조 환상곡》은 그 구조와 형식, 대담한 화성의 사용 등에서 《환상

폴로네이즈》에 나타나는 환상곡적인 면모들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바단조 환상곡》이 쇼팽 말기 양식의 시작, 《환상 폴로네

이즈》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바단조 환상곡》이 쇼

팽의 유일한 ‘환상곡’이라는 점, 쇼팽이 《환상 폴로네이즈》를 처음 작곡했을 때,

이 곡을 폴로네이즈가 아닌 ‘환상곡’으로 언급했다는 점25) 등을 볼 때, 《환상 폴로

네이즈》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단조 환상곡》을 함께 관찰해야한다고

보았다. 두 작품을 형식적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두 작품은 플랫 네 개의 같은 조표를 사용한다.<악보 46> 또한,

<악보 46> Op, 49, Op. 61 조표 비교

23) Julian Fontana (1810–1869). 폴란드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며, 법학을 전공한 법률

가이기도 하다. 쇼팽의 가장 절친한 친구로 잘 알려져 있다.

24) Kang Hye-young. “What did the term FANTASY mean to Chopin? :

Observation on Frederic Chopin’s Fantasy in F minor, Op. 49 and

Polonaise-Fantasy in A-flat Major, Op. 61”, Peabody Institute of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D.M.A dissertation, 2012.

25) https://en.m.wikipedia.org/wiki/Polonaise-Fantaisie_(Cho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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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단조 환상곡》은 바단조이지만, 가장조 부분이 존재하며, 《환상 폴로네이즈》

는 이와 반대로 가장조이지만, 바단조 부분이 존재한다.<악보 47, 48>

<악보 47> Fantasie Op. 49의 A-flat Major 부분

<악보 48> Polonaise-Fantasie Op. 61의 f minor 부분

둘째, 전체적인 형식을 살펴보았을 때, 두 곡 모두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

난 모습을 보인다. 《바단조 환상곡》은 독립적인 서주부의 사용, 관계조가 아닌 조

로의 진행 등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Sonata form)26)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진행을

보이며, 《환상 폴로네이즈》 또한, 전통적인 폴로네이즈가 갖는 3부 형식이 아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자유로운 구조이다.

26) 소나타, 교향곡을 비롯하여 중주곡, 협주곡 등 클래식 음악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광범위

하게 쓰이는 악곡 형식으로, 제시부, 전개부, 재현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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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두 작품 모두 긴 서주부(Introduction)를 갖는다. 그 진행 또한 4도 음

정의 사용, 부점 리듬의 사용, 동형진행 등 유사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환

상 폴로네이즈》의 자유로운 서주부는 이 곡의 환상곡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악

보 49, 50>

<악보 49> Fantasie Op. 49, 서주부 (마디 1-4)

<악보 50> Polonaise-Fantasie Op. 61, 서주부 (마디 1)

넷째, 두 곡 모두 느린 템포의 중간 부분이 존재한다. 앞선 본문에서 폴로네

이즈의 트리오 부분 변화에 대해 설명한 바 있는데, 《바단조 환상곡》에서도 소나

타 형식의 발전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렌토 소스테누토(Lento sostenuto)27)의 느린

부분을 삽입함으로서 환상곡적인 면모를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환상 폴로네이

즈》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간 부분에 피유 렌토(piu Lento)28)를 삽입하였다. 이 두

작품의 느린 부분은 동일하게 나장조(B Major)로 작곡되었다는 점에서 그 연관성

을 다시 한 번 찾아볼 수 있다.<악보 51, 52>

27) Lento 느리게. Sostenuto 음 하나 하나의 소리를 충분하게 연주.

28) 더욱 느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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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1> Fantasie Op. 49, Lento sostenuto 부분 (마디 196-207)

<악보 52> Polonaise-Fantasie Op. 61, piu Lento 부분 (마디 148-152)

다섯째, 두 작품 모두 부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곡에 연속성(continuity)

을 부여했다.29) 각 부분의 경계가 명확했던 이전 작품들과는 구별되게, 이 두 작품

에서는 부분과 부분이 중첩(overlap)되어 경계를 흐리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곡에

예상치 못한 연속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음의 예시에서 각 부분이 나뉘는 곳은 각

부분의 시작임과 동시에 끝인 것을 볼 수 있다.<악보 53-55>

29) Kang Hye-young. “What did the term FANTASY mean to Chopin? :

Observation on Frederic Chopin’s Fantasy in F minor, Op. 49 and

Polonaise-Fantasy in A-flat Major, Op. 61”, Peabody Institute of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D.M.A disserta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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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3> Fantasie, Op. 49 (마디 66-68)

<악보 54> Polonaise-Fantasie, Op. 61, A의 끝, B의 시작 (마디 64-66)

<악보 55> Polonaise-Fantasie, Op. 61, A’의 끝, C의 시작 (마디 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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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팽이 ‘환상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작곡한 작품은 단 두 곡이기 때문에

그의 환상곡을 뚜렷한 한 장르로, 일반적인 특징을 들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처

럼, 환상곡적 특징을 공유하는 두 작품을 통해 쇼팽의 환상곡은 화려하게 장식된

즉흥적 성격이 뚜렷한 작품이 아니라,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곡된 작품을 일컫는 말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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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지금까지 쇼팽의 마지막 폴로네이즈 작품이자, 그의 말기 음악을 대표하는

《환상 폴로네이즈》(Polonaise-Fantasie in A-flat Major, Op. 61)에 대해 연구해보

았다. 《환상 폴로네이즈》에 나타나는 쇼팽 말기의 음악적 특징들을 이해하기 위

해, 말기의 특징들이 예견되기 시작한 쇼팽 후기의 음악적 특징들에 대해 함께 알

아보았다. 제프리 칼버그에 따르면, 이러한 특징들은 1842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

였고, 그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위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둘째, 장식음이 구조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그 사용 빈도도 줄어들었

다. 셋째, 특정 부분에서 리듬이 곡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넷째, 이전

보다 세련된 화성이 사용되었다. 마지막 다섯째, 장르의 혼합, 새로운 장르에 대한

시도를 했다. 각 특징에 해당하는 예시와 함께, 이러한 특징들이 《환상 폴로네이

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환상 폴로네이즈》는 그 구조가 주제 선율의 제시 및 재현과 밀접한 관련

이 있으므로, 곡의 구조와 형식 연구에 앞서 주제 선율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였다.

이 곡은 다섯 개의 주제 선율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주부에서 주제들의 요소들이

미리 예비 되고 있다. 또한, 각 주제 선율들은 서로 음정 관계, 리듬 등을 공유하며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곡의 형식을 살펴보면, 《환상 폴로네이즈》는 그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

이, ‘환상곡’과 ‘폴로네이즈’가 혼합된 형식이다. 환상곡적인 요소들과 폴로네이즈의

특징들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이전 폴로네이즈 작품들과는 다른 특징

들도 보인다. 《환상 폴로네이즈》는 단순한 3부 형식을 갖는 이전 폴로네이즈들과

달리,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자유로운 형식이다. 이 중 중간 부분은 이전 폴로네이

즈들에서는 쉬어가는 역할을 해왔지만, 《올림 바단조 폴로네이즈》(Polonaise in

F-sharp minor, Op. 44)와 《내림 가장조 폴로네이즈》(Polonaise in A-flat Major,

Op. 53)에서 변화하기 시작하여, 《환상 폴로네이즈》에서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폴로네이즈 리듬이 자주 등장하지 않고, 내성에 숨겨

진 형태로 등장하는 등 이전보다 약하게 나타나는 점도 이전 폴로네이즈들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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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특징이다. 이 곡은 여러 가지 면에서 쇼팽의 유일한 ‘환상곡’, 《바단조 환상

곡》(Fantasie, Op. 49)과 닮은 모습을 보이는데, 두 곡이 공유하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각각 내림 가장조와 바단조로 플랫 네 개의 같은 조표를 공유한다. 둘

째,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난 형식이다. 셋째, 긴 서주부가 있다. 넷째, 곡의 중간

에 느린 부분이 존재하며 동일하게 나장조로 나타난다. 마지막 다섯 째, 각 부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예상치 못한 연속성을 부여했다. 두 곡의 비교 연구를 통해

쇼팽의 ‘환상곡’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곡된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환상 폴로네이즈》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쇼팽의 생애와 폴로

네이즈의 역사 등에 치중하여 곡 자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시작하

게 되었다. 본 연구가 《환상 폴로네이즈》의 이해를 돕고 깊이 있는 연주에 도움

을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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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F. Chopin Polonaise-Fantasie

in A-flat Major, Op. 61

Kalam Hyun

Majoring in Piano,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mong the Chopin’s piano works, “Polonaise” originates in Poland’s folk dances.

Chopin reflects his patriotism in this genre, writing 18 polonaises during his

lifetime.

This thesis is a study on F. Chopin’s Polonaise-Fantasie in A-flat

Major, Op. 61. Since this work is the last polonaise written in his late period, it

contains the features of his last style. As the title “Polonaise-Fantasie”

suggests, Chopin created a sort of hybrid between a Polonaise and a free

Fantasie. Polonaise-Fantasie is considered the most unique work among his

works because of its impressive experiments : a long introduction in cadenza

style, an inventive tonal plan and new attempts particularly in its harmony. 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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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ts complex form and ambiguity in its structural division, this last polonaise

seems far more difficult than the previous 17 polonaises. Many different

analytical approaches and views of the existent researches also make this work

worthy to investigate. In order to get its substance, a phased study is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rehend Chopin’s last style through

the compositional techniques and structural features of Polonaise-Fantasie.

First, find out the features of Chopin’s late style, after 1842, which foresees

Chopin's last style. This thesis suggests some examples about features of late

style and finds out that features in Polonaise-Fantasie. Secondly, the thorough

analysis of its melody, rhythm and form will uncover the relations of the

sections and links among main motives. This research will investigate how the

elements of Fantasie are applied to this polonaise. This thesis especially

concentrating on the form of Polonaise-Fantasie. Structural features presented in

this work were developed from earlier works. To prove this, compared

Polonaise-Fantasie with Polonaise Op. 44, Fantasie Op. 49, Polonaise Op. 53.

Among these three works, Fantasie Op. 49 has a number of things in common

with Polonaise-Fantasie.

keywords : Chopin, Polonaise, Polonaise-Fanta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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