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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독일 낭만주의 가곡의 시대는 슈베르트에 의해 열렸고, 이후 슈만과 브

람스에 의해 점차 발전하고 무르익게 된다. 19세기에 시작된 독일 가곡

의 발전 요인으로는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독일 낭만주의

가곡의 가사는 시를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독일 시문학의 발달이 주요

한 원인이다. 두 번째, 피아노의 발전으로 폭넓은 음악적 표현이 가능해

졌다는 점이다. 이전의 건반악기에서는 불가능했던, 소리의 크고 작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피아노 내부의 액션과 해머의 발달로 인해 조악

했던 음색 또한 많이 개선되었다. 이는 슈베르트가 자연의 소리를 음악

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또한, 단순히 성악을 받쳐주던 반

주부에서 동등한 성부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었다. 세 번째, 산업혁명으

로 인해 중산층이 부유해졌고, 이로 인해 이들이 점차 문화에 관심을 갖

게 되었는데, 당시 인쇄술의 발달과 맞물려 악보 판매와 수급이 이전보

다 훨씬 쉬워진 까닭이다.

본 논문은 익히 알려진 슈베르트의 생애 이외에, 비교적으로 더욱 세밀

하게 슈베르트 개인의 삶에 다가감으로써 연주자와 청중이 <겨울나그

네>의 아픔을 실감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다른 한 편으로는, ‘피아노 반주 형태의 가곡인 <겨울나그네>가 관현악

반주로 연주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면, 당

장 두 가지의 논란이 예상된다. 첫 번째는, ‘가곡의 발전이 피아노의 발

전과 맞물려 있는데, 관현악으로 연주하는 것이 클래식 음악의 근본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두 번째는, ‘피아노에 비해 오케스트라

의 볼륨이 크기 때문에 성악가의 디테일한 표현이 불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후기 낭만에 이르러 Gustav Mahler와 Richard

Strauss가 가곡을 오케스트라 반주로 작곡하였는데, 새로운 음악사를 열

긴 했지만 디테일한 성악가의 표현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다수 학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미 수차례 오케스트라로 편곡된 슈베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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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들이 연주되고 있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ranz Liszt, Max

Reger, Hector Berlioz, Johannes Brahms, Anton Webern, Benjamin

Britten 과 같은 작곡가들이 오케스트레이션 및 편곡 작업을 하였다. 유

명한 바리톤 Hermann Prey도 오케스트라 반주로 된 <겨울나그네>를

연주하였는데, 이를 들어보면 편곡의 내용이 필자가 예상했던 것과 90%

정도 일치하였다. 이는 이미 <겨울나그네>의 음악적 내용이 어느 정도

객관성을 충분히 가질 만큼 표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슈베르트 개인의 삶과 <겨울나그네>의

관현악 반주의 적합성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주요어 :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슈베르트의 친구들, 오케스트레이션,

관현악 편곡, 예술가곡

학 번 : 2015-2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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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프란츠 슈베르트 (1797-1828)는 생전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나는 세상에 아무 목적도 없이 다만 곡을 쓰기 위해서 왔다.”1)

그를 평생 괴롭게 했던 사랑의 아픔과 상처, 경제적 어려움, 말년에 겪어

야했던 병치레도 그의 음악에의 집념과 천재성을 꺾지 못했다. 가장 괴

로웠던 말년에 쓰여진 연가곡 <겨울나그네>는 단연코 그의 최고의 걸작

이다. 가장 괴로운 순간 끝까지 그는 그의 펜을 놓지 않았다. 다만, 그가

가장 존경했던 음악가 Beethoven과 대조되는 것은 슈베르트는 자신 스

스로의 삶과 운명에 대해 체념하고 순응하는 자세로 앞의 말을 했다는

뉘앙스의 차이는 있다.

독일 낭만주의 가곡의 시대는 슈베르트에 의해 열렸고, 후에 슈만과 브

람스에 이르러 더욱 무르익게 된다. 심지어 브람스는 “슈베르트의 가곡

에서는 어떤 것이라도 꼭 배우게 된다”고 썼다.2) 더 나아가 슈트라우스,

말러, 볼프에 이르는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슈베르트가 낭만주의 가곡 리트의 시대를 열 수 있었던 이유를 당

시 배경에서 3가지 찾을 수 있다.

첫째로, 괴테, 아이헨도르프, 하이네, 뮐러, 뫼리케 등 낭만주의 서정시를

써내려간 시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슈베르트는 이들을 포함한 90여

명의 시인들의 시에 곡을 붙이는 형식으로 가곡을 작곡하였다. 두 번째,

산업혁명으로 인해 중산층이 부유해졌고, 이들이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

었는데, 당시 인쇄술의 발달로 악보 판매와 수급이 이전보다 훨씬 용이

해졌다는 점이다. 세 번째, 피아노 제작기술의 발달로 이전보다 다양한

1) Song Book 54.p

2) S. S. prawer, ed., The Penguin Book of Lieder. 33.p



- 2 -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점이다. 물론, 슈베르트는 초기에 경제적 어려움

탓에 기타로 작곡을 했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겨울나그네>를 작

곡할 당시에는 피아노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역사적으로 이 시기는

피아노의 해머(Hammer)가 이중이탈장치(Double Escapement Action)로

Erard에 의해 발명된 피아노가 보급될 때여서 그 성능이 훨씬 좋아진

시기였다. 슈베르트의 가곡에 대해 얘기할 때 피아노 반주부에 관한 얘

기들을 빼놓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피아노 반주부가 성악을 단순히 받

쳐주던 역할에서 음악적인 표현을 하는 동등한 성부로 자리매김하게 되

었기 때문이다.

연가곡 <겨울나그네(1827)>는 이야기가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1823)>와 연결된다. 서로 다른 시기에 써졌고 구별된 각각의 작품이지

만, 같은 시인의 작품이라는 점과 전작과 후작의 배경이 비슷하다는 점,

전작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1823)>에서 등장하는 사냥꾼의 존재가

후작 <겨울나그네>에서 상징적인 매개물로 이어진다는 점이 그렇다. 하

지만 두 작품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슈베르트가 전작(前作)을 작

곡할 당시만 해도 젊은 작곡가가 세상에 이름을 서서히 알리기 시작할

즈음이었고, 아직은 희망적이었던지 곡들의 분위기가 후작에 비해 훨씬

밝은 편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지나 <겨울나그네>를 작곡할 때에

그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다. <겨울나그네>는 전반부12곡과 후반부 12곡

이 10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따로 작곡되었는데 그마저도 전반부보다 후

반부가 더 암울하고 어둡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반부 12곡을 작곡하고

나서 슈베르트가 그토록 존경했던 베토벤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상당히 유효하다.

본 논문에서는 <겨울나그네> 전반부 곡들 중에서도 1번에서 6번곡까지

다룰 예정이다.

이와 같은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료들을 가지고 분석하여

실제 연주 시 어떠한 고증을 할 것이며, 새로운 해석은 무엇이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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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시

대적 상황과 시인 뮐러의 시성과 슈베르트의 음악적 특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다음의 두 가지 논점의 전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슈베르트 개인의 성격과 감정, 그리고 작곡 당시의

그의 상황에 더욱 집중하고자 한다. <겨울나그네> 작품에서 느껴지는

슬픔을 곡에서 나타난 우수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적 화자에 적

극적으로 자신을 투영시킨 슈베르트 인간 자체에 대한 접근으로 보다 감

정적 충혈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논문은 글이지만 연주는 실제이다.

이런 간극을 좁혀보려는 의지를 담아 글을 기술코자 한다. 이러한 시도

가 가능한 근거로는 <겨울나그네>전반부 작곡 당시3) 슈베르트가 본인

의 작품에 대해 스스로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다는 점이고 그것은 곧 그의

작품에 스스로의 정체성이 잘 녹아들었다는 것이다. 연주자의 입장에서

한 곡 한 곡 모두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당연코 필수적이다. 또한 작

품 전체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선 작품분석 뿐만

아니라 작곡가 분석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확신한다.

두 번째, 슈베르트가 말년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라든가 그의 편곡된 작

품 <Wanderer Fantasie> 나 <Der Tod und Das Mädchen>(죽음과 소

녀), 음악사가들의 해석에 따르면 “현악 중주 곡들과 관현악곡들도 리트

가 성공적으로 발전된 형태이다” 라고 하는 점, <겨울나그네> 내에서

특정 표현 기법들이 심지어 피아노보다 관현악에 더 적합한 점이 많은

것 등을 미루어보아 <겨울나그네>를 작곡할 당시 관현악을 염두에 쓴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다만, 피아노 반주로 되

어있는 <겨울나그네>를 관현악적 악기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추론해본

다는 자체에 대해 큰 논란과 저항의 여지가 있다. 그것의 두 가지는 다

음과 같다. 첫째는 낭만주의 가곡의 발전요인 중 주요한 하나가 피아노

의 발전인데, 피아노를 빼놓고 얘기하였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성악가의

디테일한 표현에 한계를 갖게 한다는 점이다. 낭만주의 후기로 들어서면

3) <겨울나그네>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각 각 12 곡씩 나누어져 작곡되었으며, 출판

당시에도 각 각 다른 책으로 출판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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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Richard Strauss 나 Gustav Mahler 가 가곡을 관현악으로 작곡하였

는데, 이 때 오케스트라의 불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악가가 셈여림을

최소화해서 표현해야하는 부분을 음악적으로 놓치게 된다는 점이다. 하

지만, 현대에 이르러서 많은 슈베르트 가곡들이 오케스트라로 반주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논란의 여지를 많은 부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본다.

Franz Liszt 와 Max Reger 는 슈베르트의 다수의 가곡들을 오케스트레

이션 하였고, Benjamin Britten과 Johannes Brahms와 Hector Berlioz과

Anton Webern의 편곡도 있다. 또한 소프라노 Renee Fleming4) 이나 바

리톤 Thomas Quasthoff 가 이러한 대열에 합류하였고, Claudio Abbado

와 같은 걸출한 지휘자도 관현악으로 편곡된 연주를 하고 있다. 슈베르

트의 <겨울나그네> 편곡 연주로는 바리톤 Hermann Prey 와 Hans

Zender 가 상당히 유명하다. 슈베르트가 가곡의 왕으로 널리 알려진 것

은 사실이지만, 그가 9개의 교향곡을 작곡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며,

악기론과 관현악에 나름대로 방점을 찍었었던 인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

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추론으로 전개하고자하는 논점은 관현악적 편

곡법과 악기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음악적 의미 부여를 찾고 그것이 기

존의 피아노 반주의 방향과 어떻게 닮아있거나 차이가 있는지를 봄으로

서 해석의 차이가 얼마나 허용될 것인지 따져보고자 함이다.

이러한 의도를 담은 이 논문이 연주자가 <겨울나그네> 작품을 대하는

태도와 감정에 변화를 가져보고자 본 논문을 기술한다. 또한 보다 디테

일한 연주사항에 대해 점검해보고 새로운 해석을 논해보고자 한다.

4) Renee Flemming 은 슈베르트 가곡 중에 ‘Du bist die Ruh’와 ‘Nacht und

Träume’와 같은 아주 작은 셈여림의 곡도 오케스트라와 함께 소화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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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슈베르트의 생애

1. 1. 슈베르트와 그의 친구들

1. 1. 1. 슈베르트의 밤 (Schubertiade)

슈베르트에게는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여러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은 흔

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당시 빈(Wien)에서 가장 총명하고 흥미

로운 친구들이었다. 학교시절부터 지내왔던 요셉 폰 슈파운 (Joseph von

Spaun), 요셉 켄너, 당시의 정황을 볼 때 당대 오스트리아의 가장 유명

한 화가 중의 한 명이었던 모릿츠 폰 슈빈트, 훗날 빈 미대의 교수가 된

화가 레오폴트 쿠펠비저, 당시 오스트리아 극장에서 이름을 날린 최고의

바리톤 미하엘 포글, 슈베르트 가곡 중 47곡 이상의 시를 지어낸 시인이

자 법률학도인 요한 마일호퍼, 슈베르트 오페라 대본과 초기 가곡의 작

시가인 재사였던 프란츠 폰 쇼버 등. 이 친구들은 한결같이 슈베르트 음

악에 대한 사랑으로 강하게 뭉쳐있었고다. 또한 슈베르트의 당시 상당히

독특했던 음악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열망으로 끈끈히 맺어져 있었다.

이들은 서로 하루가 멀다하고 모여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소위 ‘슈베

르티아드(Schubertiade)’(슈베르트의 밤)를 자주 열곤 했다.

1. 1. 2. 프란츠 폰 쇼버와 그의 영향

이들 친구들 중에서 쇼버라는 사람에 대해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슈베르트가 매독에 걸리게 된 시기 1822년 (당시 슈베르트 25세)에 그는

쇼버와 함께 살고 있었다.5) 슈베르트보다 1살 많은 쇼버는 스웨덴 출신

5) 이후 슈베르트는 6년 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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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일인인데, 당시 그는 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해 빈으로 오게 된 때였

다. 쇼버는 엽기적인 성적 행위로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했다. 쇼버

그 스스로는 이 것에 대해 이르기를 단순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

니요, 탐미적인 철학을 관철시킨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슈베르트의

학교시절 친구인 요제프 켄너는 1858년에 발표한 슈베르트와 쇼버의 관

계를 분석하는 글에서 ‘쇼버는 자신의 방탕을 합리화하기 위해 하나의

철학적 체계를 고안했던 것’ 이라고 비판하고 있다.6)

쇼버는 슈베르트의 천재성과 순수함을 좋아했고, 슈베르트 역시 그를 몹

시 사랑해서 1823년 쇼버가 빈을 떠났을 때 그의 부재를 너무나 아쉬워

한 나머지 “다른 누구도 내게 있어 자네와 같은 존재는 될 수 없을 것”

이라고 고백했을 정도다.7)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그 것은 곧 슈베르트의 말년의 병치레와 죽음으로 귀결

되기 때문이다. 슈베르트가 그처럼 젊은 날의 죽음을 당한 후 슈베르트

의 사후 30년이 지나 발표한, 켄너의 앞서 인용한 글에는 이 점을 분명

히 밝히고 있다.8)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는 전기작가가 주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 필수 불

가결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이 우정은 아마도 슈베르트의 때 이른

죽음을 초래했을지도 모르는 적어도 그의 요절을 재촉했음에 틀림없는

하나의 에피소드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슈베르트가 매독에 걸린 이유가 완전히 쇼버의 그릇된 생활 때문

이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슈베르트의 모든 친구들이 그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9) 물론, 쇼버의 엽기적인 성적 행각과 음란함 등이 슈베르트의 작

품에 드러나 있지는 않다. 다만, 그의 생활에는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

쇼버의 사상과 생활방식을 인정할 수 없었던 포글은 이미 슈베르트 생전

6) 음악가의 만년과 죽음. 88-89.p

7) 음악가의 만년과 죽음 88-89.p

8) 음악가의 만년과 죽음 90.p

9) 슈베르트는 매독에 걸렸지만, 정작 쇼버 자신은 감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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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베르트가 쇼버와 함께 살았던 1822년)에 일시적이긴 했으나 쇼버 때

문에 슈베르트와도 사이가 벌어진 적이 있었다.10) 다른 친구들은 슈베르

트 사후 모두 쇼버에게서 멀어져갔으며, 쇼버 또한 슈베르트의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1. 1. 3. 바리톤 요한 미하엘 포글과 슈베르트의 건망증

슈베르트의 건망증과 포글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실, 건망증 자체가 중요

한 점이라기보다 슈베르트의 건망증을 논점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다

음의 일화를 소개한다.

당대 오스트리아 최고의 바리톤이자 빈 궁정 가극장 출신의 은퇴한 명가

수 포글은 슈베르트보다 29살이나 연상이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슈베르

트의 재능을 잘 알았고, 그의 가곡을 세상에 소개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

을 했으며 또한 슈베르트의 가곡을 항상 아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잘 불

러주었다.11)

어느날 포글이 노래를 하고 반주를 슈베르트가 하는데, 노래를 마치자

마자 “괜찮은 곡이군요, 누가 작곡했지요?” 라고 물었다. 그에겐 심한 건

망증이 있었고, 시간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곤 했다. 또한 돈을 쉽게 써버

리는 경향이 있어서 평생 그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되기도 하

였다. 그래서 포글은 슈베르트에게 “돈을 쓰듯 재능을 마구 써버려서는

안 된다”고 충고를 하곤 했다.

<겨울나그네>의 작곡 기법이나 악보 상 기록되어있는 연주법을 보면 단

순히 ‘피아노반주-성악’을 넘어선 어떤 무언가를 위한 장치로 의심되어

질 만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다. 이러한 슈베르트의 필기 내용은 훗날

이 작품을 관현악으로 편곡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평소 건망증이

심하여 그러한 필기 내용을 남긴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10) 음악가의 만년과 죽음 91.p

11) 음악가를 알면 클래식이 들린다. 7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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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굳이 피아노 반주 내에서 필요로 하지 않거나, 피아노 연주법보다

는 관현악 연주법에 가까운 표음법(表音法)을 기록해 둔 것들이 여전히

의문을 갖게 한다.

1. 2. 슈베르트의 관현악 작곡에 대한 관심과 애착

필자가 본 <겨울나그네> 작품 내에도 관현악 작품으로 승화되기 위한

의심 점들이 상당히 발견되었다. <슈베르트>의 저자 Marcel Schneider

는 “현악4중주나 교향곡도 리트가 성공적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겨울나그네>작품 속에 숨어있는 관현악적 요소의 논점의 근

거로 다음의 일화와 작품을 제시한다.

1824년 3월 31일에 로마에 있는 친구 레오폴트 코펠비저에게 보낸 슈베

르트의 편지를 보면 병이 악화되어 가면서 쓴 고통의 절규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 슬픈 편지의 말미에 슈베르트는 베토벤의 신작 교

향곡과 미사곡 및 서곡의 연주가 빈에서 있을 것이라는 소식12)과 더불

어 자신의 신작에 대해 자세히 쓰고 있다.13)

“나는 바이올린, 비올라, 그리고 첼로를 위한 두 곡의 4중주와 8중주

한 곡을 작곡했다네. 그리고 다른 사중주 한 곡을 더 쓰고 싶어. 사실 나

는 그런 방법으로 대교향곡을 쓰기 위한 나의 길을 닦아 갈 작정일세

.”14)

물론 그는 이전에 이미 교향곡을 작곡해왔고, 8번 미완성 교향곡을 포함

해 총 9개의 교향곡을 작곡하였다. 그는 위에 언급한 4중주, 8중주 곡들

을 쓰면서 자신을 단련하기 원했는데, 4중주 두 곡 중의 한 곡이 그 유

명한 <죽음과 소녀>이다. <죽음과 소녀>15)는 흔히 가곡으로도 많이 알

12) 베토벤의 연주회는 1824년 5월 7일에 있었다.

13) Franz Schubert, Marcel Schneider. 113.p

14) 음악가의 만년과 죽음, 영원한 고역에 처해진 비참한 아틀라스, 9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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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는데, 실내악곡은 가곡의 반주선율을 주제로 하여 변주형식으로

작곡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게 되었다.

1. 3. 슈베르트의 재치

슈베르트의 재치를 말해주는 일화가 있다. 슈베르트는 150cm 가 채 안

되는 키에 목이 짧고 얼굴은 포동포동하였고, 앞배가 불룩 튀어나왔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를 ‘맥주통’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럴 때 슈베르트

는 이렇게 응수했다. “나 맥주통 맞아. 하지만 꼭지를 틀어봐야 소변밖에

안나오니 미안한걸!”16)

작곡이 잘 되고 나면 그 날 저녁에는 그의 주변 사람들을 모두 즐겁게

할 만큼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재치는

제 5번 곡 <Der Lindenbaum>에서의 시상 전개를 음악적으로 풀어내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1. 4. 전반부 소개할 때 슈베르트의 태도

슈베르트는 앞의 12개의 시를 1827년 2월에 작곡했다. 그는 이 시집을

Urania라는 연간잡지에서 발견했다. 나머지 12 개의 시들은 같은 해 12

월에 발견해서 곡을 붙였다. 그는 고성을 위해 곡을 붙였는데 아마도 작

곡하는 동안 그가 지닌 카운터 테너의 목소리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

생각된다. 슈베르트의 친구 요제프 슈파운 (Joseph Spaun)은 슈베르트가

부른 이 연가곡의 첫 번째 연주에 대해 설명한다.17)

어느 날 그는 내게 말했다. “오늘 쇼버(Schober)의 집으로 좀 와 주게.

15) 가곡은 1817년, 실내악곡은 1824년에 각각 작곡되었다.

16) 음악가를 알면 클래식이 들린다. 105.p

17) Song Book 76-7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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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이 부족한 곡들로 된 연가곡을 불러 주겠네. 나는

당신이 뭐라고 평을 할지 기대되오. 그 것들은 나의 어느 다른 가곡들

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쓰여졌소” 그는 겨울나그네 전곡을 감정을 잔뜻

잡고 불렀다. 우리는 이 애처롭고 음침한 곡조들에 완전히 말문이 막혀

버렸다. 그리고 쇼버는 ‘Der Lindenbaum’만이 그에게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슈베르트는 “나는 다른 곡들보다 이 곡들이 좋소. 그리고

당신도 또한 그들을 좋아하게 될 거요” 라고 대꾸했다.18)

이러한 슈베르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가 겨울나그네 작품을 얼마

나 마음 속 깊이 사랑했는지, 자랑스러워했는지 알 수 있다. 이 점은 상

당히 중요히 짚어볼 부분이다. 왜냐하면 가곡이 기본적으로 시에 음악을

붙인 형태라는 것을 감안할 때 문학이 우선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

것은 곧 시인과 작곡가 중에 누가 먼저 우선되어 분석할 필요가 있는지,

둘 사이의 개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

이다. 쉽게 말해서 시인이 써놓은 시 작품과 작곡가가 이해한 시문학과

의 개리가 존재하는데, <겨울나그네>의 경우에는 슈베르트가 시문학 자

체에 완전 심취했고, 또 그러한 심경이 작곡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는

것으로 성립되기 때문이다.

18)Susan Youens, Retracing a Winner’s Journey: Schubert’s Winterreis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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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겨울나그네 작곡 당시 슈베르트의 상황과 모습

1. 5. 1. 매독과 티푸스

[표 1-1]

증상

1기

감염 후 2~3주일째 매독 침입 부위에 초기 경결(硬結; 단단하

게 굳음)에 이어서 경성(硬性)림프절염(節炎)(딱딱한 성질의

림프 마디에 염증)이 생긴다.

2기

감염 후 1~2개월경에 시작되는데, 목이 붓고 쓰라리며 선(腺)

(생물체 내의 분비기관; 샘)의 전반적 확장과 발진빈혈, 미열

증세에다 모발이 빠지기도 한다.

3기

감염 후 1~3년 만에 시작되어 뼈, 근육, 내장 등이 침범당해

피부에 파괴성 종기가 생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감염 후

10~12년이 되어 뇌도 침범당해 마비성 치매나 척수염 또는 전

신마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19)

슈베르트는 마지막 단계인 3기까지 가진 않았다. 이미 그가 티푸스로 인

해 사망했기 때문이다.20) 현재 알려진 바로는 슈베르트 본인은 매독에

걸려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전해진다. 그래서일까. 슈베르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쇼버에 대한 원망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본

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를 티푸스나 카롤리네와

의 실연에서 찾은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그의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9) 음악가의 만년과 죽음 93.p
20) 티푸스와 장티푸스는 서로 다른 병명이다. 슈베르트는 2기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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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2. 사랑의 기억과 실연의 아픔

1814년 리히텐탈 교회를 위해 <미사 F장조>를 작곡하였다. 이 곡의 초

연 때, 소프라노 파트를 테레제 그로브(Therese Grob)가 맡았고, 이후에

도 교회에서 여러번 슈베르트의 작품을 불렀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사실

이나, 첫 번째, 슈베르트는 언제부터인가 테레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나,

그의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

다. 두 번째는, 그녀의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설이

다.21) 그녀의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슈베르트에게 결혼자금조

차 없었기 때문이었더. 슈베르트는 이 돈을 벌고자 헝가리의 귀족 에스

텔하치 공작의 딸의 선생님으로 가게 되는데, 떠난다는 말을 채 못하고

떠난 슈베르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헝가리에서 돌아오기 전에 시집

을 갔다는 것이다. 그녀는 빵집 주인에게 시집을 갔는데, 이로 인해 그녀

의 어머니는 천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빵집주인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보

낸 바보같은 이로 조소 당했다는 설이다. 세 번째는, 당시 혼란스러운 정

국 때문에 오스트리아 정부에서는 남성이 고정적 수입이 없으면 결혼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설이다.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결혼이 죄없이

태어난 아이들을 죽게 한다’는 정부의 슬로건이 당시에 무직자이며 친구

집을 전전하며 생활했던 슈베르트의 결혼을 막았다는 설이다.

슈베르트가 사랑했던 여인으로 알려진 카롤리네는 헝가리의 귀족 에스텔

하치 가의 딸이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 슈베르트와 카롤리네는 신분 상의 차이로 결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카롤리네는 슈베르트를 사랑하긴 했지만 자신의 신분이 낮아지

는 것을 염려하여 결혼을 끝내 하지 못했다는 설이다.

두 번째, 슈베르트와 카롤리네의 사랑을 못마땅하게 여긴 그녀의 아버지

가 슈베르트를 가정교사에서 해직시키고 내쫓아버렸다는 설이다.

21) 정주은 (2009). [고전음악의 세계로...]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 새가정, 7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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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3. 경제적 어려움

그는 평생 찬구들의 집을 전전하며 살았으며, 공적인 직업을 얻었던 적

이 없었다. 물론 그는 살아생전에 궁중 오케스트라 악장직을 얻어서 정

착하려했던 시기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어느 한 곳에 정착하

지 못했으며, 또한 그가 얼마의 돈이라도 벌 때면 그 날 중으로 다 써버

리고 말았다. 이런 연유로 그는 평생 가난함을 면치 못했다.

1. 5. 4. 베토벤의 죽음

슈베르트의 삶의 자세는 베토벤과는 상당히 대조적으로 생각되어진다.

베토벤은 청각을 잃는 등 우리가 흔히 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작곡

가이지만 다가오는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극복해낸 사람

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의지가 슈베르트에게는 조금도 없었던 것 같다.

그는 운명을 저주하지도 않고 그것에 반항하거나 투쟁할 생각은 아예 없

다.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덮쳐 오는 운명의 힘에 수동적으로 복종할 뿐

이다.22)

베토벤과 슈베르트는 1년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겨울나그네>의 후반부 12곡은 베토벤 사후에 작곡된 것이다. 그러므로

더 암울하고 죽음 암시적인 작품이라는 것이 다수학설이다.

1. 6. 작품의 특징

1. 6. 1. 피아노 반주부

피아노는 절들에 일체감을 주고 장면들을 구성한다.23) 슈베르트의 피아

22) 음악가의 만년과 죽음 97.p

23) 비더마이어 (Biedermeier) : 원래는 소시민적 생활양식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19

세기 초중반 비정치적 시대와 당시의 문학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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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형태의 저장고는 묘사적인 음악이 큰 군단을 이루는 것처럼 사용했

다.24) 자연을 떠올리게 하는 패턴들, 물에 관한 패턴들, 동작을 만들어내

기도 하고, 성악악구를 예시하거나 메아리쳐 주기도 한다.

<겨울나그네>24곡 전체는 모두 전주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전주는 분위

기를 미리 알려주고, 또한 테마를 미리 들려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피

아노 전주들은 피아노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장치이기도 하기 때

문에 독주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조금 더 나아가 <겨울나그네> 전체

에서 8번 곡 Rückblick을 제외하고 나면 모두 후주를 가지고 있다. 사실

상 8번 곡도 마지막 성악음절이 지속되고 있어서 그렇지 밑에서 피아노

반주가 후주를 연주하고 있는 것을 보면, 후주가 존재한다고 봐야할 것

이다. 즉, 24곡 중 모든 곡이 전주와 후주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액자식

구성처럼 어느 한 곡을 들여다보기 위해선 피아노의 전주를 따라서 들어

갔다가 피아노의 후주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1. 6. 2. 시인에 대해서

시인으로서 뮐러는 구전되어오던 기존의 민요를 민요풍의 시로 창작한

초창기 시인 중 한 사람으로 동시대 다른 시인들의 표본이 되었다.25) 그

는 아이헨도르프(Joseph von Eichendorff, 1788-1857)에 이어 가장 대중

적인 독일 시인이다. 뮐러의 문학 작품으로는 자연에 대한 시, 방랑과 여

행에 대한 시, 만찬에 대한 시들이 유명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시대의 대

표적인 정치시인이기도 하다.26) 사실, 뮐러는 비더마이어 시인으로 폄하

되고 하찮게 여겨져 왔으며, 괴테 또한 뮐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하

여 괴테나 아이헨도르프보다 못한 시인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럼에도 불

구하고 슈베르트는 뮐러의 작품으로 두 개의 연가곡을 작곡하였다.

24) Song Book 55.p

25) Hans-Joachin Hinrichsen, “Müller, [Johann Ludwig] Wilhelm”, p.802.

26) Hans-Joachin Hinrichsen, “Müller, [Johann Ludwig] Wilhelm”, p.803.



- 15 -

1. 6. 3. 원래 시의 순서

[표 2-1]

27)

순서가 뒤바뀌어서 그에 합당한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충분한 이유가 있

어보이지는 않는다. 슈베르트 사후에 시의 원래 순서를 찾아서 순서대로

배열하려 했지만 전체적으로 음악적인 완급과 구상이 너무도 완벽하여

손댈 수가 없었다고 한다.28) 본 렉쳐 콘서트에서 1~5번까지 발표하는 이

유는 뮐러가 작시했던 순서와 슈베르트의 작곡 순서가 일치하기 때문이

다. 시인이 생각했던 시적 정서의 변화와 작곡가 사이의 정서의 공통점

으로 묶은 것이다.

27)「독일 음악 속의 문학」엄선애 지음 (경성대학교 출판부) 65.p

28) 김지연,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반주부 분석, 성신여대대학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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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nterreise

2. 1. Gute Nacht

Fremd bin ich eingezogen, fremd zieh' ich wieder aus.

Der Mai war mir gewogen mit manchem Blumenstrauss.

Das Mädchen sprach von Liebe, die Mutter gar von Eh',

nun ist die Welt so trübe, der Weg gehüllt in Schnee.

낯설게 왔다가 낯설게 떠나는 나.

오월은 나에게 꽃 한아름 안겼었고

그 소녀 내게 사랑을 얘기하고 그녀의 어머니도 축복을 했건만

이제 세상은 그리도 음울하고 내 발길 닿는 길도 눈 덮여버렸네

Ich kann zu meiner Reisen nicht wählen mit der Zeit,

muss selbst den Weg mir weisen in dieser Dunkelheit.

Es zieht ein Mondenschatten als mein Gefährte mit,

und auf den weißen Matten such' ich des Wildes Tritt.

내겐 방랑의 시기를 정할 여유가 없네

캄캄한 어둠속 스스로 떠나야만 하네

달빛 그림자만이 나의 동행자로 함께할 뿐이네

눈 덮인 하얀 들판 내 앞에 펼쳐있고 들짐승 발길따라 밤길을 찾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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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soll ich länger weilen, dass man mich trieb hinaus?

Lass irre Hunde heulen vor ihres Herren Haus!

Die Liebe liebt das Wandern. Gott hat sie so gemacht,

von einem zu dem andern, fein Liebchen, gute Nacht!

내가 얼마나 더 오래 꾸물거리면 사람들이 나를 내쫓아낼까?

그녀의 집앞에서 개들이 짖어대게 내버려두오

사랑은 방랑을 사랑하고 신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방황하도록

신이 그렇게 만들었으니

내 사랑이여, 안녕히

Will dich im Traum nicht stören, wär Schad um deine Ruh,

sollst meinen Tritt nicht hören -

sacht, sacht die Türe zu!

Schreib im Vorübergehen ans Tor dir : Gute Nacht,

damit du mögest sehen, an dich hab ich gedacht.

그대가 꿈에서 깨지 않도록

그대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으리

내 발자국을 듣지 못하게

살짝, 그리고 살짝 문을 닫아야지

그대 다니는 문 앞에 ‘잘자요’ 라고

써두면, 그대가 그것을 보고

내가 그대를 생각했음을 알리라.



- 18 -

악보 1) Gute Nacht, m.m. 1-6

곡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8분음표의 행렬은 겨울나그네가 떠나는 발걸음

을 묘사했다는 점은 다수 학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이때에 발걸음을

묘사하는 화성은 스타카토로 그 위의 멜로디는 이음줄로 되어있다. 이

간극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 관현악 편곡 시 화음의 스타카토는 현악의

오스티나토로 연주되고, 멜로디는 플롯이나 오보에로 연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플롯과 오보에는 그 소리가 외롭기도 하고 애절하기도 한

Phrase를 자주 연주하기 때문이다. 현악이 연주하는 오스티나토 기법은

‘Das Mädchen sprach von Liebe’ 부분에 작곡가가 써놓은 legato 부분

을 제외하고서는 충실하면서도 튀지 않게 이루어져야한다. 화음이 진행

할 때 Top Note가 크게 변동이 없다는 것은 반주부에서 무언가 특별한

얘기를 내뱉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곧 주멜로디의 성악파트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겨울나그네>의 배경과도 같은 반주는 그 침묵을 고

요히 지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legato 에 이르러서 비로소

선율이 생기는데 이 것과 상당한 대조점을 이루는 것이다. legato 부분

의 가사가 상대적으로 밝은 이야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스타카토와 레

가토의 대조점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더욱 강하게 인지할 수 있다.

이 곡의 전주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diminished 7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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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d (감7화음)은 화성 자체로도 주목할 만하지만 더욱이 fp 와 액센트

까지 동반되어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관현악 편곡 시 내성을 이루

고 있는 오른손의 8분음표는 금관에서 연주할 확률이 높다.29) 이것의 화

성적 악기론적 의미를 가지고 피아노 반주로 회귀했을 때 이 화음이야말

로 가장 풍성하게 연주해야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악보 2) Gute Nacht, m.m. 7-11

이 곡의 테마가 되는 멜로디를 전주에서 연주할 때 이음줄을 연주하면서

레가토 되었는데, 성악의 첫 시작 부분을 같은 선율을 차용한 전주를 따

라서 레가토를 할 것인지, 반주의 오스티나토 적인 성격을 함께 따를 것

인지30) 선택해야 한다. 사실, 음악적인 해석과 선택은 클래식의 범주31)

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조금 더 매

력적인 연주를 택하려면 16마디의 레가토를 감안하여 성악의 첫 시작을

스타카토가 조금은 섞인 레가토를 구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

29) 물론, 금관은 악기소리가 크므로 파트보에는 p로 셈여림 되어있을 소지가 크다.

또한, 소리의 밀도 등을 고려하면, 호른이 연주해야 한다.

30) 대부분의 예술가곡에서 반주와 성악이 같은 아티큘레이션을 연주한다.

31) 클래식 음악은 당시 연주법을 고증해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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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악보 3) Gute Nacht, m.m. 12-21

16마디와 19마디를 보면 성악 파트를 이어주는 짧은 대선율이 나온다.

이곳은 가장 legato로 연주되어야할 부분이다. 특히 Text의 내용이 긍정

적으로 바뀌는 단면을 보여주기 위해 Articulation을 legato로 변화시킨

작곡가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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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Gute Nacht, m.m. 22-27

반주부의 대선율 멜로디 fp 는 부드롭게 연결되었던 legato 의 프레이즈

를 단번에 끊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것은 가사의 내용과 맞물려서 아

름다웠던 회상에서 암울한 현실로의 회귀를 고하는 것이다. 종이 울리듯

이 두 마디의 첫 박자는 매우 날카롭다.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앞서

legato 프레이즈를 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화성에서도 드러난다. G♭

key에서 C♭ 이었던 음정이 C natural 로 회귀함에 따라 B♭m key 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시표가 붙었던 음이 원래대로 회귀할 때

이 음을 내성이 아닌 외성으로 사용한 것도 상당히 날카로운 음색의 연

주를 요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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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 Gute Nacht, m.m. 39-49

1번 곡 Gute Nacht 는 4개의 절로 이루어져있다. 1,2 번째와 3번째 절은

감정적인 차이가 있다. 이 구절을 살펴보자. ‘Laß irre Hunde heulen vor

ihres Herren Haus!’는 <겨울나그네> 24곡 작품 중 텍스트가 가장 많다

는 1번 곡에서 유일하게 느낌표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다. 이 느낌표는

‘irre Hunde’(미친개)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겨울나그네>를 작시

한 Müller의 전작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와 내용이 이어지는데,

전작에서 등장했던 사냥꾼을 빗대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신의

애인을 빼앗은 상대를 바라보는 화자의 감정에는 분노가 있다. 따라서

‘irre Hunde’를 연주할 때는 격앙된 감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이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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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 극적이어선 안되고 소극적이고 조심스럽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

것이 앞서 본론에서 살펴본 슈베르트의 인간 그 자체의 심성을 담아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Was soll ich länger weilen’ 프레이즈가 시작된 pp 의

의미는 바로 이런 소심함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진다.32)

그 뒤에 이어지는 legato 는 앞서 보였던 분노를 잠잠케 하며 이내 곧

체념하고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의 단면을 잘

표현해야한다. 이러한 단면에 슈베르트 자체의 인간성이 깃들어 있는 것

이다. 소심했던 그의 성격 탓에 소극적인 분노를 보여줘야하며, 베토벤과

는 대조적으로 운명에 순응하는 나약한 슈베르트의 모습이 체념적인 모

습으로 연주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악보 6) Gute Nacht, m.m. 69-74

B♭m 로 오다가 B♭ 으로 같은 으뜸음조로 전조된다. 슈베르트는 주로

관계조로의 전조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지금과 같은 ‘같은 으

뜸음조’로 전조되는 것이 대표적이며 이는 베토벤의 영향이기도 하다. 같

은 으뜸음조로 전조하는 것은 다른 전조보다 조금 더 뚜렷한 작곡가의

주관이나 생각,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3도 간격의 나란한 조로

32) pp 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고요한 밤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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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되는 것보다 조금 더 명확하고 전조 전의 내용과 확실한 대조를 보

여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기도 한다. 물론 성악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악가의 음역을 배려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음이 3도 이상 올라

가게 되면 pp 를 구사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곳의 Major 조성으로의 전조는 공통화음에 의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Major 조성을 느끼게 하는 것은 72마디에 이르러서이다. 연주될 때 많은

연주자들이 이 부분의 조성변화를 청중에게 조금 더 확실하게 전달하고

자 템포를 조금 늦춰서 시작하기도 한다. 게다가 반주부도 상당한 변화

를 가지고 있다. 스타카토-슬러의 아티큘레이션에서 슬러로 레가토적인

연주로 가장 사랑스럽고 조심스러움을 표현해야한다. 이는 슈베르트의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사랑을 의미한다.

악보 7) Gute Nacht, m.m. 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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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했듯 4개의 절로 이루어진 시에서 마지막 절을 통째로

Major 로 작곡하였다. 다만 맨 마지막에 ‘an dich hab ich gedacht.’만이

본래의 minor로 회귀하였을 뿐이다. 사실, minor곡에서 한 개의 긴 절을

Major로 편곡하기 위해서는 보통 중간 부분에 전조를 넣고 다시금

minor로 회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흔히 ‘제시부-발전부-재현부’인 것처

럼 말이다. 하지만 슈베르트는 이 곡의 텍스트를 살리기 위해 형식미를

버리고 조금은 기형적인 양식의 곡을 지었다. 마지막 절에서의 밝은 음

악은 청중에게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갖게 한다. 하지만 끝 부분에 급작스

럽게 minor가 되면서 허무하게 끝나버린다. 마지막의 ‘an dich hab ich

gedacht.’에 un poce ritard. 는 마지막 떠나기 전의 머뭇거림을 표현해

야 하며 a tempo 가 되는 순간 그 시간적 단면으로부터 다시금 발걸음

을 떠나는 상상이 필요하다.

이 곡 전체의 반주 중에 가장 낮은 음역대를 사용한 곳이다. 음이 낮을

수록 소리는 무거워진다. 점점 무거워지며 점점 멀어져간다. 성악가는 이

후주를 마음으로 같이 연주해야한다. minor로 회귀한 후 한 마디 만에

노래가 급작스럽게 끝났기 때문에 이 후주와 함께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

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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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Wetterfahne

Der Wind spielt mit der Wetterfahne

auf meines schönen Liebchens Haus.

바람이 나의 아름다운 사랑하는 이의 집 위에서

풍신기를 이리저리 놀리는구나

Da dacht ich schon in meinem Wahne,

sie pfiff den armen Flüchtling aus.

거기서 나는 착각하듯 생각이 들었네

풍신기가 소리를 내어 이 가엾은 도망자를 쫓아내려하는 구나

Er hätt' es eher bemerken sollen, des Hauses aufgestecktes Schild,

so hätt er nimmer suchen wollen im Haus ein treues Frauenbild.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만 했지 저 집의 위에 꽂힌 간판을.

그랬더라면 이 집에서 결코 찾으려하지 않았을 것을,

정숙한 신부의 모습을.

Der Wind spielt drinnen mit dem Herzen wie auf dem Dach,

nur nicht so laut.

바람이 지붕에서처럼 그 속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희롱하네

그러나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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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fragen sie nach meinen Schmerzen?

Ihr Kind ist eine reiche Braut.

그들이 내 아픔에 대해 묻겠나?

그대들의 아이는 부유한 신부인데

이 곡은 반주부가 풍신기(≒풍향계)(이하 풍향계)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는 점에서 상당히 유명하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풍향계가 무

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풍향계의 고개는 바람이 부는 대

로 이리저리 휙휙 돌아간다. 이 것은 <겨울나그네>의 전작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에서 등장했던 사냥꾼에게로 내 애인의 관심이 휙휙

돌아가는 것을 상징한 것이다. 즉, 풍향계가 어떤 신념이나 신뢰를 바탕

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바람의 방향에 따라 절개없이 생각없이 흔들리

는 것을 지조없는 여인에 빗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점을 감안

하여 단순히 풍향계의 모습이 아닌 지조없는 여인에 대한 분노와 실망

감, 조소와 냉소를 표현하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한다.



- 28 -

악보 8) Die Wetterfahne, m.m. 1-5

곡 전주 도입에 보면, 못갖춤 마디로 시작되는데 보통 음악적 상식상 약

박이므로 크지 않게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작곡가는 작심한 듯 f를

써놓았다. 그 이유는 이 곡에서 화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 상태가 사실상

분노에 가깝기 때문이다. 분노를 표현할 만큼의 강한 음색이 요구된다.

4번째 마디의 tr은 액센트(Accent)와 함께 있다. 풍향계가 바람에 부르르

떨 때의 소리를 음표로 옮겨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명료한 소리의

연주보다는 댐퍼 페달33)을 이용하여 다소 지저분한 소리가 되도록 연주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지저분한 소리가 허용되는 것은 여인이 지조없

이 다른 남자34)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화자가 조소하며 냉소하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또한,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이곡이 관현악으

로 연주되었을 때를 고려한다면 여러악기가 Unison으로 tr을 연주할 때

연주자마다 간격이 다르므로 소리가 어지럽게 중첩되어 깨끗지 않은 소

33) 피아노 오른쪽 페달로 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길게 연주하게 한다.

34) 여기서는 사냥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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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나게 된다. 따라서 피아노 반주 시 다소 러프하게 연주되는 것이

허용된다.

악보 9) Die Wetterfahne, m.m. 6-10

노래가 시작되면 한 마디가 하나의 이음줄로 연결되어 있다. 6/8박자 곡

을 대개 한 마디 당 2개의 강박으로 세지만 여기서는 한 마디를 한 개의

강박으로 헤아리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 이는 바람이 부는 것을 표현

한 것으로 한 마디 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연주해야한다.

프레이즈 끝에 보면 노래 파트에 ‘Liebchens Haus’ 페르마타가 음표 이

후에 달린 것을 볼 수 있다. 흔히 페르마타 앞에서 리타르단도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앞서 얘기한 바람이 부는 속도가 느려짐 정도로 분석할

수 있겠고, 페르마타가 음표 바로 뒤에 붙은 것은 노래하는 화자가 사랑

하는 이의 집 지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정도로 여기면 된다. 왜냐

하면 실제로 그 부분의 가사가 ‘Der wind spielt mit der Wetterfahne

auf meines schönen Liebchens Haus’(아름다운 내 애인의 집 지붕 위에

서 바람이 풍향계를 희롱하네)로 이는 화자가 속으로 생각한 말이기 때

문이다. 페르마타 뒤에는 거의 a tempo로 음악이 진행되는데, 생각과 감

성에 잠긴 페르마타를 연주하는 성악가의 템포를 피아노가 가로채며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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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계의 존재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킨다.

악보 10) Die Wetterfahne, m.m. 24-33

각 행마다 (leise), (laut)가 각각 p와 f 교차적으로 써있다. 이는 연주자

가 매우 성실히 지켜주어야 하는 악상이다. (leise)의 Articulation은 곡

노래 처음에 나왔던 전형적인 legato의 모습이며 이는 반주 파트도 마찬

가지이다. (laut)는 앞의 행과는 다르게 한 마디 안에서 두 개의 강박을

카운트하는 것이 좋다. 반주파트의 수직적인 음표의 연속은 확고한 마음

을 표현한 것이며, 4분음표 길이의 의미는 충분한 잔향을 연주해달라는

작곡가의 의도가 있다.

곡의 맨 마지막 마디 끝에 페르마타가 달려있다. 이 페르마타가 쉼표에

붙어있으니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던질 만하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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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반주자의 입장에서 이 페르마타를 연주한다는 것은 다만 건반을 누르

지 않았을 뿐이지 건반에서 손을 떼서도 안되거니와, 고개를 들어 곡이

끝났음을 알리며 환기하는 제스쳐를 취해서도 안된다. 계속 곡에 집중하

고 있어야한다. 그렇다면 8분 쉼표가 두 개 있는데 왜 뒤에 붙은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마지막 음정의 길이와 잔향을 고려하여 기보했다는 점이

고, 두 번째 이유는 또 풍신기가 소리를 내나하고 화자가 바라보고 있다

는 해석이며, 세 번째는 다음곡과의 조성의 차이로 인해 시간차를 두었

다는 해석이다.

악보 11) Die Wetterfahne, m.m. 43-51

45마디 ‘reiche Brat’를 보면 조성이 F Major Key 로 바뀌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의 Major 조성은 가사 내용과 맞물려서 조소적인 뉘앙

스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뒤에 마지막 단 47마디를 보면

다시 F minor Key로 되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F minor key로 돌아올

때는 조성이 뚜렷하지 않은 반음계적인 scale을 통해 회귀하였다. 후주는

전주와 대동소이함으로 액자식 구성 양식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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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Gefrorne Tränen

Gefrorne Tropfen fallen von meinen Wangen ab:

ob es mir denn entgangen, daß ich geweinet hab'?

얼어붙은 덩어리가 떨어지네 나의 뺨에서부터

도대체 알아차리지도 못했는가, 내가 울었다는 것을?

Ei Tränen, meine Tränen, und seid ihr gar so lau,

daß ihr erstarrt zu Eise, wie kühler Morgentau?

아 눈물, 나의 눈물아, 너희는 너무도 식어버려

서리로 굳어지려하는가 차가운 아침이슬처럼?

Und dringt doch aus der Quelle der Brust so glühend heiß,

als wolltet ihr zerschmelzen des ganzen Winters Eis!

그러면서도 가슴 속 샘으로부터그렇게 타는 듯 뜨겁게 샘솟는가

마치 온 겨울의 얼음을 모두 녹이려는 듯이. 온 겨울의 얼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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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24곡 중에 눈물에 대해 이야기한 곡은 3번, 4

번, 6번, 16번이다. 이 곡들 가운데 눈물의 떨어지는 모양을 표현한 곡이

바로 3번곡 Gefrorne Tränen 이다.

악보 12) Gefrorne Tränen, m.m. 1-5

전주 첫 번째 단에만해도 이미 정말 복합적인 Articulation들이 있다. 기

본적으로 스타카토가 있고 긴 음에는 액센트가 있으며 순차적 진행이 나

타날 때에는 이음줄도 등장한다. 그리고 그 것들 중 작곡가가 매우 의도

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단연코 2분음표 Accent 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 다른 아티큘레이션을 사용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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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현악 내에서 다른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스타카토는 현악의 피치카토로 긴 음은 목관의 클라리넷과 바순이

번갈아 가면서 연주할 것이다. 게다가 이음줄이 나타날 때에는 또 다른

악기들까지 합세하여 조금 더 풍성한 소리를 낼 것이고 노래 한 마디 전

의 Unison 스타카토는 다시 악기조합을 단촐하게 하여 전주라는 미리보

기를 마무리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티큘레이션 별로 악기를 나누는

것은 각각의 연주법대로 구분된 소리가 나야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곡에서 슈베르트가 관현악적인 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의심케

하는 부분은 fp이다.

피아노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댐퍼(Damper)35)와 현36)과 햄머로 이

루어져있는데, 햄머가 현을 때린 뒤 울리고 있는 소리를 도중에 작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굳이 작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댐퍼로 소리를 잡고

작은 세기로 다시 연주해야하는 것이다. 즉, 피아노 반주임에 불구하고 2

분음표에 fp 를 달아놓는다는 것은 피아노 구조에 대한 상식이 조금이라

도 있거나, 피아노 연주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이는 슈베르트가 나중에 관현악곡으로의 편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슈베르트는

이후에 관현악곡으로 편작곡할 때 쓰면 될 악상을 굳이 여기에 썼을까하

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것은 슈베르트가 심각한 건망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자신이 쓴 곡도 잊어버리는 슈베르트가 미리 기재해

놓은 것으로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35) 피아노 현을 울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댐퍼페달을 누르면 현으로부

터 떨어져서 현이 계속 울리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36) 대개 피아노 현은 건반 하나 당 3개씩의 현이 달려있다. 이는 큰 음량을 소화하

기 위해 그 개수가 늘어난 것이다. 업라이트 피아노의 경우 한 건반 당 2줄씩 달

려있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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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Gefrorne Tränen, m.m. 17-26

<겨울나그네>는 모든 곡에 전주가 있으며, 또한 각 프레이즈 앞에 필요

에 따라서 그 프레이즈의 분위기를 미리 설명하기 위한 반주가 선행된

다. 17마디부터 20마디는 바로 그러한 예 중에서 일부이다. 이 부분은 피

아노 연주 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 Layer 가 나뉘어져 있지도 않고, 여

러 가지의 Articulation 이 동시 다발적으로 나와서 곤욕스럽게 만들지도

않는다.

24마디를 보면 반주부가 슬러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cresc.와

decresc. 는 피아노로 연주가 불가능하므로 String 파트가 연주할 때 그



- 36 -

Articulaion을 더 잘 살릴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는데, cresc.와 decresc.가 혹시 성악선율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

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합당하지 않다. ‘daß ihr erstarrt’에서 성악의 셈

여림은 ‘–starrt’에서 가장 크기 때문이다.

악보 14) Gefrorne Tränen, m.m. 41-49

윗 단과 아랫 단의 연주에는 육안으로도 확연한 차이가 보인다. 45~47

마디의 forzando음들은 엄밀히 다른 Layer에 존재한 음의 연주이다. 그

러므로 다른 악기로 연주할 때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곡을 관

현악적으로 편곡한 연주를 들어보면 튜바나 콘트라베이스가 이 음들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악기들은 forzando를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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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 Gefrorne Tränen, m.m. 50-55

52마디는 전주의 4마디와 같은 것인데, 피아노로의 연주가 사실상 불가

능한 Articulation 이다. 슬러를 위해 페달을 쓰게 되고 화성이 바뀌니

페달을 바꾸게 된다. 그러나 결국 스타카토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53마디도 전주에서의 문제점을 같은 맥락에서 짚어볼 수 있다. 교차적인

Articulation의 난립은 파트별 분리가 더욱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이

란 점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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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Erstarrung

Ich such' im Schnee vergebens nach ihrer Tritte Spur,

wo sie an meinem Arme durchstrich die grüne Flur,

눈밭 속에서 헛되이 그녀의 발자국 찾네

나 팔짱을 끼고 그녀가 푸른 초원을 걸었던 이 곳에서

Ich will den Boden küssen, durchdringen Eis und Schnee

mit meinem heißen Tränen, bis ich die Erde seh'.

나는 땅에 입맞추리, 땅이 들여다 보일 때까지

내 눈물로 얼음과 눈 녹여나가리 땅이 보일 때까지

Wo find' ich eine Blüte, Wo find' ich grünes Gras?

Die Blumen sind erstorben der Rasen sieht so blaß.

어디서 한 송이 꽃 찾을까? 어디서 푸른 잔디 찾을 수 있을까?

꽃들은 시들어 죽어버렸고, 잔디는 저리도 창백해 보이니

Soll denn kein Angedenken Ich nehmen mit von hier?

Wenn meine Schmerzen schweigen, Wer sagt mir dann von ihr?

나 여기서 어떤 기념품도 가져갈 수 없단 말인가?

나의 고통이 잠잠해지면 누가 나에게 그녀에 대해 말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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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n Herz ist wie erfroren, kalt starrt ihr Bild darin :

schmilzt je das Herz mir wieder, fließt auch ihr Bild dahin!

나의 마음 시들어 죽은 것 같고 속에 그녀 모습 싸늘하게 굳어있으니

나의 마음 다시 녹아들면 그녀 모습 또한 녹아내리리!

악보 16) Erstarrung, m.m. 1-7

이곡의 전체적인 반주가 셋잇단음표가 끊임없이 이어져있다는 것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4/4박자에 셋 잇단 음표가 달린 빠른 템포의 또

다른 곡으로 ‘마왕’을 떠올리게 된다. 곡의 제목이 Erstarrung 동결인데

왜 이런 빠른 패시지37)를 사용한 것일까. 이곡에서의 셋잇단음표는 2분

37) 음악의 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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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으로 되어있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진행감을 주고 또한 긴장감을 형성

하게 한다. 춥고 얼어붙은 길 위에서 방황하는 젊은이의 마음이 표현되

어져 있다. 게다가 곡의 빠르기가 Z iemlich geschwind 인 것을 감안하

면, 심지어 급박하고 격한 감정을 표현해야 함에 공감할 수 있다. 다만

이 셋잇단음표의 형태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에 관해서는 확

실치 않다. 당대 세계 최고의 바리톤 중 한 명으로 인정받는 Hermann

Prey 의 관현악 반주 <겨울나그네>를 들어보면 셋잇단음표의 음높이를

무시하고 같은 음의 셋잇단음표로 편곡해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

케스트라 악기들의 연주법상 원래 피아노 악보대로 연주하는 것도 무리

가 있긴 하지만, 그 음표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할 만큼의 중요성이 없

다고 편곡자가 판단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왼손부

분의 저음들이다. 오른손의 음형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왼손

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선율적인 것이다.

6마디의 4번째 박자는 나폴리 6화음을 사용하였다. 이는 슈베르트가 종

종 사용하곤 했던 우수적인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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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7) Erstarrung, m.m. 11-18

그보다 더 눈여겨보아야할 대목은 다른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번째

박자의 심오한 저음 무리들이다. 이렇듯 심각하게 많이 내려가 있는 저

음들은 선율적 표현이라기보다 피아노의 특별한 음색을 활용하겠다는 뜻

으로 풀이된다. 관현악으로 이 표현을 하게 되면 콘트라베이스나38) 팀파

니가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약박자인 4번째 박자에 이렇듯

특별한 음악적 장치를 심어두게 되면 두 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 번째, 약 박자에 강박이 왔기 때문에 듣는 이의 심리적 안정감을 무

너뜨림으로 인해 각성의 효과를 내게 된다. 젊은이의 방황을 4번째 박자

에 강박을 줌으로써 흥분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이다.39) 두 번째, 그 다

38)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할 시에는 다소 격한 액센트를 동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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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마디 첫 박을 더 강한 박자로 만들어주고, 마디와 마디 사이가 끊어

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준다. 이와

같은 실례40)는 상당히 많다.

악보 18) Erstarrung, m.m. 22-25

텍스트 ‘Ich will den Boden küssen’ (나는 땅에 키스할 것이다)와 맞물

려 반주부의 3연음이 왼손 저음부로 내려온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19) Erstarrung, m.m. 32-35

39) 4번째 박자에 강박이 왔다고 확언할 수 있는 증거는 액센트이다.

40) 실례 ; 실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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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연주시 긴 음을 지속하기 위해서 건반을 누르고 있거나, 댐퍼페

달을 밟고 있어야하는데, 그 도중의 fp 는 사실상 연주가 불가능하다. 그

러므로 관악으로 연주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악보 20) Erstarrung, m.m. 94-100

97마디를 보면 아주 극단적인 셈여림이 나온다. 슈베르트의 <겨울나그

네> 전체에서 ff 는 두 번 나오는데, 그 중 한 곳이 이곳이고, 다른 한

곳은 18번 곡 ‘Der stürmische Morgen’ 이다. 슈베르트는 Wieder (다시)

라는 가사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관현악 편곡에서는 ff 앞의

cresc.를 현악파트가 tremolo를 구사함으로서 더욱 세밀하면서도 극적으

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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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Der Lindenbaum

Am Brunnen vor dem Tore da steht ein Lindenbaum;

ich träumt in seinem Schatten so manchen süßen Traum,

ich schnitt in seine Rinde so manches liebe Wort;

es zog in Freud und Leide zu ihm mich immer fort.

성문 앞 우물가에 서 있는 보리수;

나 그 그늘아래서 많은 단꿈을 꾸었네

그 나무껍질에 너무나도 많은 사랑의 밀어를 새겨넣었고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나 항상 그리로 향했네

Ich musst auch heute wandern vorbei in tiefer Nacht,

da hab' ich noch im Dunkel die Augen zugemacht.

Und seine Zweige rauschten, als riefen sie mir zu:

Komm her zu mir, Geselle, hier findst du deine Ruh!

오늘도 깊은 밤 그 곁을 지나 길을 떠나야했고

그 때 나는 어둠 속에서도 눈을 감았네

그러자 그 나뭇가지들 살랑거리며, 마치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았네:

“친구여, 내게로 오라, 여기서 그대 안식을 얻으리라!” 하고

Die kalten Winde bliesen mir grad ins Angesicht;

der Hut flog mir vom Kopfe, ich wendete mich nicht.

차가운 바람이 나의 얼굴로 곧장 불어와

모자가 머리에서 날아갔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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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n bin ich manche Stunde entfernt von jenem Ort,

und immer hör ich's rauschen: Du fandest Ruhe dort!

이제 나 이렇게 그 곳에서 많은 시간 거리의 멀리까지 왔건만,

아직도 나무의 속삭임이 들리네:

“그대 그곳에서도 안식을 얻었으면”

악보 21) Der Lindenbaum, m.m. 1-7

슈베르트의 가곡, 특히 반주부가 회화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흔히, 다음의 부분이 보리수 나무 이파리의 모습을 표

현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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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2) Der Lindenbaum, m.m. 4-13

이번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프레이즈 마지막 부분

7, 8마디의 음형이다. 이와 비슷한 음형을 가장 많이 연주하는 악기는 트

럼펫이다.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7마디야 그렇다쳐도

8마디의 경우 셈여림이 ppp로 되어있는데, 금관 악기의 경우 기본적인

음량이 크기 때문에 ppp로 연주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작곡가의 입장에서 바라본 Dynamic41)은 단순

하게 볼륨의 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간감에 의한 것이라는 점

이다. 쉽게 설명해서 ‘f 는 큰 소리이고, p는 작은 소리’가 아닌 ‘f 는 가

까운 소리, p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라는 개념이다. 고로, 7, 8마디를

다시 보면 두 개의 똑같은 음형이 반복되는데 한번은 가까운 곳에서 나

는 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멀리서 나는 소리라는 작곡적 개념을 도입해

41) 셈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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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8마디의 음형은 메아리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오케스트라 반주 음원을 들어보면 이 부분이 다른 금관인 호른으로

연주하였다. 이는 음의 강도를 고려한 편곡이라 할 수 있고 위의 해석의

허용범위 안에 있다고 사료된다.

또 다른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음형만으로 판단하여 트럼펫을 단순히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흩어져있는 역사적

사실을 한데 모아 주장을 뒷받침하려 한다. 먼저, 오스트리아에서 슈베르

트가 실제로 쉬었던 보리수의 위치를 추적해보았다. 확실하게 밝혀진 바

는 없지만 사람들의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두 군데 정도로 압축된

다. 한 곳은 Salzburg에 있는 Hohensalzburg 성문 앞이고, 다른 한 곳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Wien으로부터 남서쪽 17km 지점에 위치한

Hinterbrühl 이라는 작은 마을의 레스토랑Höldrichsmühle 앞이라는 것이

다. 이 작은 레스토랑에는 ‘슈베르트가 머물던 곳’이라고 쓰여져있다. 하

지만, 가사에서는 ‘Am Brunnen vor dem Tore, da steht ein

Lindenbaum’(성문 앞 우물가에 보리수가 서 있네) 라고 하는 것으로 미

루어보아 전자42)가 조금 더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곡을 쓴 것은

슈베르트이지만, 시를 쓴 것은 뮐러였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라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전자에 조금 더 무게를 두

는 것은 바로 이 7, 8 마디의 음형 때문이다. 이 호엔잘쯔부르크 성에는

교회의 첨탑이 있는데 이 곳에서 때마다 나팔수가 나팔을 불었다고 한

다. 슈베르트는 이 들려오는 트럼펫 소리를 청각적으로 차용해서 곡에

삽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42) 보리수의 위치가 Salzburg에 있는 Hohensalzburg 성문 앞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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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3) Der Lindenbaum, m.m. 4-7

전주에서 또 한가지 살펴보아야할 점은 5, 6마디에 있는 근음을 포함한

베이스 파트이다. 갑자기 분주해진 이 움직임은 흡사 바람처럼 느껴진다.

6마디에는 allargando43)처럼 연주된다. 그리고 그 종결은 7, 8마디로 귀

결되어져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주를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전개해보면, 처음에 보리수 이파리가 흔들

리고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고 이내 멈추었다가 다시

더 긴 바람이 불어와 이쪽저쪽으로 흔들리다가 한 곳으로 쓸려갔는데 그

곳은 성문 앞이고 그곳으로부터 트럼펫 소리가 들려왔다는 시상의 전개

와 초점의 변화를 음악적으로 짜임새있게 보여준 것이다. 전주로 이 보

리수의 배경을 전반적으로 그려준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 이것은 피아

노 반주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이전처럼 성악을 받쳐주는 단순한 반

주를 넘어선 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주인공인

시적 화자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전주가 바람과 보리수 이파리라는 매

개물을 가지고 장소와 주인공을 이어주는 것이다.

43) 확대하다 라는 뜻으로 cresc되면서 ritardando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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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Der Lindenbaum, m.m. 8-19

노래가 시작되면서부터 가사는 명확한 그림을 다시 한 번 그려준다. 성

문 앞 우물과 그 옆의 보리수가 있다. 이 부분의 반주 형태는 보리수에

서 쉬며 사랑을 나누었던 슈베르트 자신의 모습을 아주 은밀하면서도 매

력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반주의 형태가 기

타연주의 연주법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점이다. 본론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슈베르트는 기타를 무척이나 사랑했다. 물론, 그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피아노를 소유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지만 그는 미니오케스트라단

이라 칭하며 자신의 기타에 애정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 곡의 성악 반주

부가 기타로 되어있는 것은 노래하는 화자가 슈베르트 바로 자신이라는

점을 시 속에 투영시키고 싶었기 때문으로 합리적 유추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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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Der Lindenbaum, m.m. 25-28

25마디에 나타난 minor로의 전조부분을 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반주부가

성악이 나오기 전에 미리 분위기를 만들어놓는다는 상황과 같은 것이다.

cresc.와 decresc.가 함께 맞물려있는 상황에서 왼손의 긴 음표를 피아노

로 연주하게 되면 셈여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오른손으로 가능할

뿐이다. 하지만 이를 관현악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더욱 셈여림을

역동적으로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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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6) Der Lindenbaum, m.m. 29-36

앞서 악보 24)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다. 오른손과 왼손의 반주부가 복사

된 듯 거의 같다. 이는 작곡가가 기타의 Articulation으로 작곡한 것으로

합리적 유추를 할 수 있다. 슈베르트는 피아노를 소유할 형편이 안되었

기 때문에 많은 곡들을 기타로 작곡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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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 Der Lindenbaum, m.m. 37-44

37마디부터 44마디까지의 텍스트를 살펴보자. ‘Und seine Zweige

rauschten, als riefen sie mir zu: komm her zu mir Geselle, hier findst

du deine Ruh!’ (그리고는 그 나뭇가지가 소리를 냈다. 마치 그가 나를

부르는 것처럼 : 여기 이리로 오렴 친구여, 여기서 그대가 안식을 얻었으

면!)

이 구절에 대해서 크게 두가지 해석이 있다. 첫 번째는 문자그대로를 해

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설적인 해석이다. 두 번째의 역설적인 해석

이란 다음과 같다. 사실, 나무가 말하는 내용은 시적화자가 스스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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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기 때문에,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 죽음에의 동경이 벌써 나타나

기 시작하였다는 뜻이다. 사실, <겨울나그네>작품 안에는 죽음에의 동경

을 나타낸 곡(시)들이 많은데, 9번, 14번, 15번, 16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이다.

49마디부터 56마디까지 8개의 마디가 반음계적으로 되어있고 이는 바람

을 표현한 것이라 하였는데, 이 바람의 길이가 전주에서보다도 minor로

전조되는 간주에서보다도 훨씬 길다. 이는 시적 화자인 슈베르트가44) 사

랑을 나눴던 기억의 시간과 아름다움보다 실연의 아픔과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짐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4) 슈베르트는 자신을 시적 화자에 투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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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8) Der Lindenbaum, m.m. 51-55

다음을 보면 보리수를 표현했던 음형이 반음계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비화성적인 반음계45)는 바람을 표현한 것이 사실상 분명하

다. 예를 들면, 베르디 오페라 <Rigoletto> 3막에서 불안감을 조장하며

나오는 바람소리가 비화성음을 다수 포함한 반음계라는 것을 안다면, 특

히나 간주부분의 반음계가 바람을 표현하는 것임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악보 29) Der Lindenbaum, m.m. 56-59

45) 비화성음인 Passing Tone과 Neighboring Tone을 잔뜩 섞은 비화성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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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했던 성벽에서 들려오는 트럼펫 소리의 음형이 57, 58마디에

도 나타난다. 형식상의 반복으로 곡의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긴 하지

만, 그보다는 앞에서 언급했던 시상의 전개와 초점의 변화로 해석하는

편이 시를 감상하는 미학적 태도에 더 부합할 것 같다.

다음은 시상의 전개이다. 가사를 보면서 시 감상의 초점의 변화를 논해

보겠다. 50마디부터 보면 ‘der Hut fog mir vom Kopfe, ich wendete

mich nicht’ (모자가 나의 머리에서 날아가버렸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

았네) 이 구절로 미루어보아 바람이 불어온 방향과 불어간 방향을 알 수

있다. 시적 화자는 마을을 등지고 있고,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모

자를 마을 방향으로 날려버렸고, 그러나 화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바람은 이파리를 몰고 성벽 성문 앞까지 다다른다. 그리고 나서 58마디

3번째 박자에는 페르마타가 있다. 이 페르마타는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

와 연결된다. ‘Nun bin ich manche Stunde entfernt von jenem Ort’ (이

제 나 이렇게 그곳에서 여러 시간 거리의 멀리까지 왔건만). 58마디의

페르마타는 이 가사 그 자체인 것이다. 정신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

와서 간신히 숨 좀 돌리고 난 이후를 연주해야하는 것이다. 이 페르마타

야말로 앞의 음악과 그 다음의 음악의 분절을 확실히 구획해야하는 악상

이라 할 수 있다.



- 56 -

여러 가지 이유에서 쇼버가 유일하게 멋지다고 얘기했던 곡이 바로 이

‘Der Lindenbaum’ 이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뛰어난 표현력과 더불어

시상의 전개와 흐름의 매력이며, 시 속에 자신 스스로의 모습을 투영시

킨 슈베르트의 재치의 집합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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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Wasserflut

악보 30) Wasserflut, m.m. 1-4

이곡의 반주파트의 리듬은 정말 신기하게도 부점과 이분음표, 점이분음

표 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곡의 리듬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선율

을 형성하는 셋잇단음표 3연음이다. 부점의 반주에 3연음의 멜로디가 겹

치면서 묘한 불일치가 곡 전체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표출한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셋잇단음표에 있는 이음줄이 피아노 반주시

에는 세 음 모두 이음줄로 이어져있으나 성악 선율에서는 첫 번째음과

두 번째음만을 이어준다는 것이다. 왜 이런 차이를 뒀는지에 대해 얘기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성악 파트가 가지고 있는 Text 를 어떠한 뉘앙

스로 읊어달라는 작곡가의 간절한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성악가가

이를 연주할 때, 3연음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음을 충분하게 이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래를 하게 될 때, 세 번째 음은 훨씬 약한 박자가 되며

오히려 조금 끊어지는 느낌이 들게 한다. 이렇게 끊어지는 느낌이 나는

것이 시적 화자의 눈물이며 훌쩍거림의 느낌으로 표현돼야 한다. 이 것

이 훌쩍거리는 느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26마디까지 중에 12마디를 제

외하고는 계속 pp라는 것에서 더욱 확신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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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7마디의 뉘앙스는 울부짖음이라고 해석해야 옳다. 같은 감정

선과 뉘앙스를 유지하면서도 극단의 셈여림의 대비를 보여줘야만 한다.

이 곡에서 특히나 슈베르트의 나약하고 소심하면서 착한 심성이 잘 드러

난다고 할 수 있다. 소심했던 그가 홀로 마음속으로라도 훌쩍였을 수많

은 시간들을 상상해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광적으로 무언가를 표출하

곤 했던 그의 성격과 삶이 이 장면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27마디의 f

가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면 그것은 슈베르트의 음악이라고 보기 대단히

어렵다. 29마디에서 32마디까지 다시금 pp로 돌아온 것 역시 같은 맥락

으로 풀이된다. 그의 나약하면서도 착한 심성이 곧바로 이어진 pp에서도

드러난다. 주어진 운명에 순응했던 그의 삶이, 태도가 이 후주에 고스란

히 담겨져 있다.

위에서 언급한 마디들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해보면, 오페라의

레치타티보를 봤을 때, 마디 내에서 반주가 온음표로 지속될 때 성악가

가 박자 운용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당연히 가곡은 오페라 레

치타티보에 비해 정확성을 요하지만 실제 연주 음원들을 참고한 결과 필

요성에 따라 조금은 길게 연주하기도 하였다. 이 허용 범위는 다분히 음

악적인 해석 하에서 이루어진 정도라야 한다. 음악적 해석이라 함은 훌

쩍거리는 뉘앙스의 전개를 해치지 않는 범위이다.



- 59 -

악보 31) Wasserflut, m.m. 21-24

4, 8, 14, 18, 22, 26, 28, 32마디는 반주의 타점이 하나라는 공통점을 가

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이곡의 훌쩍거림을 도와주는 일종의 장치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마디들의 공백들이 침묵 속에 고요

히 눈물 흘리는 그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22마디의 경우는 마

디 3번째 박자에 피아노와 성악 모두 4분 쉼표로 곡 중간에 유일하게 침

묵을 지키고 있다. 연주 시에는 이 침묵을 반드시 정확하게 지켜야한다.

이 의도된 침묵은 모두를 불안케 할 만큼 집중되고 정제된 침묵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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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같은 악상이라도 작곡가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다. 슈베르트가 말년에 겪었던 건강문제와 경제적 문제와 실연의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그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들을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는 <겨울나그네> 내에서의 뉘앙스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가 말년에 생각했던 자신의 음악적 향방에 대해 어떤 생각과 노

력을 했는지 찾아보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봄으로서, 피아노 반주 리트로

작곡되었지만 관현악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을 새로운 관점에

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겨울나그네> 내에서의 악상과 음형들은 피

아노보다 관현악에 훨씬 적합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이런 점들은 슈

베르트가 관현악을 염두에 두고 작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한다.

피아노 반주를 오케스트라로 옮길 때 얻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은 사실이나, 잃어버리는 부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를테면 아주

세밀한 표현들을 방해받을 수 있는 점인데 이러한 점들을 보완할만한 장

치가 필요하다. 가령, 악기와 더불어 나날이 발전해가는 음향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겨울나그네>의 모노드라마적인 특징을 잘 살려서

더욱 극적인 표현을 살려내는 것이다.

이미, 클래식의 본고장에서는 관현악 반주로 편곡되어 세계적인 연주자

들에 의해 수차례 공연되었으며, 음반도 발매되었다. 더 나아가 <겨울나

그네> 이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편곡되어 연주되고 있으며, 특히 Franz

Liszt와 Max Reger의 편곡이 유명하며 그 밖에도 서론에서 거론한 많은

작곡가들이 편곡 작업을 하였다. 이미 이러한 사례가 있는 만큼, 사실상

이것이 획기적인 주장은 아니거니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그러므

로 우리나라에서도 해봄직한 연주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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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ed on the fore Part of <Winterreise> -

 

The age of German Romantic songs was opened by Franz Schubert,

and later developed and matured by Robert Schumann and Johannes

Brahms. There are largely three factors that contributed to

development of German songs since the 19th century: first,

development of German poetry played a major role as the lyric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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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rman Romantic songs were based on poems. Second,

development of piano expanded the possibilities of musical

expressions, such as adjustment of volume of the sound that was not

possible with previous keyboard instruments, and development of the

internal actions and hammers significantly improved the timbre. This

allowed Schubert to musically express natural sounds. Also, it went

from a supportive accompaniment to an equally-important part of

vocal music. Third, the middle class became richer as a resul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refore, more interested in culture, as the

sales and distribution of scores became much easier,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printing technology.

 This study closely examined the personal life of Schubert in order

to help performers and audience to empathize with the pain

manifested in <Winterreise>.

 In addition, this study discussed whether <Winterreise>, a song

based on piano accompaniment, can be performed with orchestral

accompaniment. This question is likely to lead to two arguments:

first, development of songs is closely related to that of piano and,

therefore, performing the song with orchestra can damage the root of

classical music. Second, considering that volume of orchestra is much

larger than that of piano, it may be impossible for the vocalist to

express fine details. In fact, in late Romantic era, Gustav Mahler and

Richard Strauss composed songs based on orchestral accompaniment

and many critics agreed that, while they opened up a new chapter in

music history, these songs neglected detailed expressions from the

vocalists. Nevertheless, songs of Schubert already have been arranged

for and performed by orchestra many times, with composers like

Franz Liszt, Max Reger, Hector Berlioz, Johannes Brahms, and Anton

Webernm Benjamin Britten orchestrating and arranging the s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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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mous baritone Hermann Prey also performed <Winterreise>

with orchestral accompaniment and, in his version, the arrangement

was about 90% close to my expectation, probably because the

musical content of <Winterreise> is clear enough to have a certain

degree of objectivity.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the personal life of Schubert and

possibility of applying orchestral accompaniment to <Winterreise>.

 

keywords : F.Schubert, Winterreise, friends of Schubert,

orchestration, orchestral arrangement, art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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